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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늘도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밖은 캄캄하다. 그러나 어

둠의 여명이 보인다. 조금만 지나면 밝아질 것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가만 있다 보면 멍때리기 할 

수 있다. 귀중한 시간을 멍하게 보낼순 없다. 경행하면서 빠다나경을 암

송했다. 암송하고 나면 이전과 이후가 다른 상태가 되리라는 것은 해봐

서 알 수 있다. 

 

오늘 새벽을 일터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남들 다들 잠들 때 나만 깨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5시 이전에 샤워를 마치고 오피스텔로 차

를 몰았다. 라따나경을 들었다. 이미우이가 창송한 것이다. 

 

샤워를 하면 몸이 맑아지는 것 같다. 암송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다. 안팍으로 맑아졌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 이때만큼은 탐, 진, 

치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상태가 하루종일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오피스텔 꼭대기로 올라갔다. 현재시각 5시 17분이다. 18층에서 동녁하

늘을 바라 보았다. 해는 뜨지 않았다. 그러나 여명이 있다. 새벽의 여명

이다. 해뜨기 전의 전조를 말한다.  

 

사실 붉은 하늘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포착하기 힘들다.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좀더 일찍 관찰했어야 했다. 그러나 붉은 기운은 있다. 태초의 

기운을 보는 것 같다. 

 

무더운 여름날 농부는 일찍 일어난다. 해뜨기 전에 일어나 일터에서 일

을 할 것이다. 낮이 되어 해가 뜨면 작열하는 열기에 일을 하지 못할 것

이다. 농부의 심정으로 일찍 나왔다. 도시의 농부가 된 듯 하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침 일찍부터 처리하면 여유롭다. 남는 시간

에 글도 쓰고 책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난이 오기로 했는데 난화분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생물 난을 말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책의 서문을 쓰는 것이다. 그 동안 책만들기 

공백이 있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4 

 

 

이번에 만든 책은 2015년에 쓴 담마에 대한 것이다. 이를 ‘65 담마의 

거울 2015 I’라고 했다. 65번째 책으로 2015년 1월 2일부터 8월 14일까

지 쓴 불교 교학과 교리에 대한 것이다. 30개의 글에 323페이지 분량이

다.  

 

작성한 글은 모두 경전과 주석에 근거한 것이다. 주석은 번역서의 각주

에 있는 것을 말한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나의 글이라기 보

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읽어 보아도 새롭다.  

 

오늘도 하루해가 떠올랐다. 언제나 그렇듯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을 

맞는다. 2015년에도 그랬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자판을 쳤다. 농부의 심

정으로 글을 썼다. 이제 시절인연이 되어서 책으로 만든다. 나의 65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모두 가져 가라는 것이다. 누군가 pdf를 다

운 받아 갔을 때 글을 쓴 자는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이 될 것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좋다. 

 

 

2022-07-28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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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중 꽃은 저 혼자 피지만  

  

  

  

콘트롤씨(Ctrl+C)와 콘트롤브이(Ctrl+V) 

  

종종 좋은 문구를 만날 때가 있다. 그 때 메모 해 놓는다. 책상 컴퓨터 

앞이라면 별도의 메모폴더가 있어서 문구를 옮겨 놓는다. 그렇다고 모두 

타이핑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문구를 하이라이트 시킨 다음에 단축키 

‘콘트롤씨(Ctrl+C)’와 ‘콘트롤브이(Ctrl+V)’를 이용하여 간단하여 

붙여 넣는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주소창을 복사하여 역시 콘트롤씨와 

콘트롤브이로 붙여 넣는다. 이렇게 글을 스크랩 해 놓으면 다음에 

글쓰기할 때 도움이 된다. 한번 보았던 것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문구가 “산 중 꽃은 저 혼자 

피지만 그 꽃 향기는 산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 않은가.”라는 말이다. 

  

“산 중 꽃은 저 혼자 피지만” 

  

깊은 산속에 피어 있는 꽃은 남이 보건 말건 혼자 핀다. 그리고 혼자 

저문다. 그런데 꽃이 필 때는 향내를 낸다는 것이다. 향내를 내면 벌과 

나비가 올 것이다. 산중에 홀로 사는 도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몇 마디 말이 끊기자 긴 침묵이 흘렀다. 묻고 싶었다. 가장 고립된 땅,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스님이 이룰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깨달음인가. 이런 곳에서 십수 년을 버텨낸다는 것 자체로도 세인들의 

눈에는 경이롭게 보이겠지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결국 고요한 곳에서 자연을 벗 삼아 생을 사는 자연인과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유가와 도가의 도인들과 무슨 차이란 말인가. 

붓다의 시대에도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 최고의 암자... 스님들은 왜 꺼릴까, [지리산 오지암자 

기행〕하늘이 감춘 땅, 지리산 묘향대, 오마이뉴스 김종길,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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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교닷컴에 실려 있는 기사이다. 오마이뉴스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일부 기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것이다.  

  

심산유곡에서 도를 닦으며 고고하게 사는 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글에는 ‘불편한 심기’가 있다. 수십년동안 인적이 

끊어지다시피 한 곳에서 도만 닦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고통스런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회의 감이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한다.  

  

세상사람들의 불편한 심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산중에 머물러 있다. 좀처럼 세상에 내려 

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스님들의 생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인들이나 타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스님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표한다. 만일 타종교인이 스님들의 신선과도 같은 

생활에 의문을 표한다면 불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글에 따르면 잘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초기경전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글에서는 초기경전 

문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붓다가 기원정사에 있을 때 상가라바라는 바라문이 찾아왔다. 자신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희생을 바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 함께 

행복하게 하는데, 붓다의 제자들은 자기 한 몸의 행복만을 위해 도를 

닦을 뿐이 아닌가 하고 질문했다. 이에 붓다는 "여래가 도의 실천을 

완성하여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을 얻고 난 후 여래가 설한 결과 다른 

사람들도 수행해 해탈을 얻는 이가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면 과연 

한 사람만을 위한 행복의 길이겠는가"하고 반문했다. 

  

(한국 최고의 암자... 스님들은 왜 꺼릴까, [지리산 오지암자 

기행〕하늘이 감춘 땅, 지리산 묘향대, 오마이뉴스 김종길, 2014-12-29] 

  

  

글쓴이는 상가라바의 이야기를 들어 스님들의 산중생활에 대하여 

대변하고 있다. 그 골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 “여래가 도의 실천을 

완성하여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을 얻고 난 후 여래가 설한 결과 다른 

사람들도 수행해 해탈을 얻는 이가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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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을 위한 행복의 길이겠는가”라는 문구이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에게 전념하고 자기의 깊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수행 방식은 얼핏 

보기에 다른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람이란 

자기의 내부에 깊이 침잠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먼저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자리(自利)'로 진리를 확고히 한 다음에 남을 구제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타(利他)'행을 실천하는 것을 붓다의 뜻으로 

보고 있다.  

 

붓다도 처음 그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출가는 많은 사람을 구제한 셈이 됐다. 결국 

상구보리의 길이 하화중생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산 중 꽃은 저 혼자 피지만 그 꽃 향기는 산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 않은가.  

  

(한국 최고의 암자... 스님들은 왜 꺼릴까, [지리산 오지암자 

기행〕하늘이 감춘 땅, 지리산 묘향대, 오마이뉴스 김종길, 2014-12-29] 

  

  

글쓴이는 이 말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스님들이 세상과 등진채 

수십년, 아니 평생동안 홀로 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세상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 중 꽃은 저 혼자 피지만 그 꽃 향기는 산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 않은가.”라는 멋진 문구로 마무리 지었다. 

  

산중에 피는 꽃은 혼자 핀다. 그러나 꽃이 필 때는 향내가 난다. 향내가 

나면 벌과 나비가 몰려 온다. 이렇게 본다면 산중에 홀로 있어도 중생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 없다. 향내 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을 맑게 

하기 때문에 산중에 있어도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함께 

있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상가라와의 경(saṅgāravasutta, A3.6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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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언급된 상가라바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다. 앙굿따라니까에 

‘상가라와의 경(saṅgāravasutta, A3.60)’이 있다. 바라문 상가라와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 와서 당돌하게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mayamassu bho gotama brāhmaṇā nāma, yaññaṃ yajāma'pi, yajāpema'pi, 

tatra bho gotama yo ceva yajati, yo ca yajāpeti, sabbe te 

anekasārīrikaṃ puññapaṭipadaṃ paṭipannā honti yadidaṃ 

yaññādhikaraṇaṃ, yo panāyaṃ bho gotama yassa vā tassa vā kul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o ekamattānaṃ dameti, ekamattānaṃ 

sameti, ekamattānaṃ parinibbāpeti, evamassāyaṃ ekasārīrikaṃ 

puññapaṭipadaṃ paṭipanno hoti yadidaṃ pabbajjādhikaraṇanti. 
  

[쌍가라바] 

“존자 고따마여, 우리는 바라문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나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자나 둘 

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행위, 즉 제사작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존자 고따마여, 이러저러한 가문 출신의 사람은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오로지 자신만을 수련하고 자신만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만을 해탈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사람에게만 공덕이 되는 업, 

즉 출가작법을 만들어 냅니다. 

  

(saṅgāravasutta- 쌍가라바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0, 전재성님역) 

  

  

바라문 상가라와는 먼저 제사의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는 

부처님당시 바라문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제사작법(yaññādhikaraṇa) 
  

바라문들은 제사를 권유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대규모 동물희생제에 

이르기 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숫따니빠따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보가 많습니다.(stn302)”라고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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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그래서 수레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습니다.(stn308)”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대규모동물희생제로 

까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바라문의 타락이다.  

  

예전의 바라문들은 청정한 삶을 살았지만 부처님 당시의 바라문은 

타락이 극에 달하여 “제사를 지내는 자나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자나 

둘 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행위”라 한 것이다. 이를 

전재성님은 ‘제사작법’이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제사작법이라고 번역한 말은 yaññādhikaraṇaṃ이다. 

yaññādhikaraṇaṃ는  ‘yañña+ adhikaraṇa’의 합성어이다. PCED194 에 

따르면 yañña 는 ‘sacrifice; alms-giving. 供�, �牲祭, �供, 供養, 

祭祀, 祭式, 祭壇’의 뜻이고, adhikaraṇa 는 law-suit, attendance, 

supervision. 問題, 事, 事件, 作務. 諍, 諍論, 諍事’의 뜻이다. 

그래서 yaññādhikaraṇa 에 대하여 ‘제사작법’이라 번역한 것이다.  

  

초불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닦나니 그것은 

바로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라 하였다. yaññādhikaraṇa 에 대하여 

‘제사로 인한 것’이라 번역한 것이다. 

  

오로지 자신만의 해탈을 위하여? 

  

싱가라와는 부처님의 교단에 대하여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 많은 공덕을 쌓고 있고, 또한 

공덕을 쌓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교단으로 출가한 수행자들은 오로지 

개인적인 행복과 개인적인 해탈만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수련하고 자신만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만을 해탈시킵니다.”라 하여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오늘날이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종종 출가수행자를 비판하는 글을 접할 수 있다. 어느 종교전문 기자는 

스님들이 출가하여 산중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도시에 포교당을 세워 놓고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어느 스님은 “스님들은 속히 산에서 내려 오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한다. 이에 대하여 ‘“언제까지 산속에만 계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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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스님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소(2011-09-05)’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헤문스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스님들은 속히 산에서 내려 오셔야 합니다. 산사의 수행처를 비우고 

내려 오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지껏 배우고, 수행하고, 익히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내려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저잣거리에 스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만 산속으로 숨어 

들어서는 안됩니다. 산속으로 출가한 스님의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물론 산속에서도 세상을 맑히고 교화하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민중들은 저잣가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기적으로 

산으로 불러 모아서 불법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열악합니다.  

  

산으로 오는 도중에 모든 외도들에게 모두 감화를 받고 귀의를 당해 

버리고 맙니다.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외도들의 활동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해 들으면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한지 단박에 알 수 있을 터 

인데, 우리 불교계의 스님들은 산속에서 개인의 도만 닦고 계시는지, 왜 

밖을 내다 보시는 것이 지난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님들이 빨리 밖으로 나오셔서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그리고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면서 교류해야 합니다. 스님들은 마냥 신비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손만 벌리면 곧 옷소매가 잡히고 부르면 

목소리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왜 스님들은 숨어서 살려고만 하십니까. 

아직 공부가 덜 익었습니까. 출가 하신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요. 

언제까지 산속에만 계시렵니까? 

  

(혜문스님, 불교방송 ‘불교강좌’ 2011 년 9 월 3 일자) 

  

  

이 글은 불교방송에서 라디오를 듣고 다시듣기에서 녹취한 것이다. 

스님의 글을 보면 마치 피를 토하는 것 같다. 공부가 다 되었으면 이제 

‘저자거리’에 내려와서 중생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상구보리’하였으면 당연히 ‘하화중생’하여야 된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야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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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됩니다” 

  

바라문 상가라와는 부처님 교단의 출가자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덕도 짓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앞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해탈하게 되면 “수행해 해탈을 얻는 이가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면 과연 한 사람만을 위한 행복의 

길이겠는가”라고 언급 된 바 있다. 산속에서 나홀로 지낸다고 하여 

개인적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ena hi brāhmaṇa, taññevettha paṭipucchissāmi, yathā te khameyya, 
tathā naṃ vyākareyyāsi. Taṃ kiṃ maññasi brāhmaṇa idha tathāgato 
loke uppajjati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anuttaro purisadammasārathī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 so evamāha: ethā'yaṃ maggo, ayaṃ paṭipadā, yathā 
paṭipanno ahaṃ anuttaraṃ brahmacariyogadhaṃ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pavedemi, etha tumhepi tathā paṭipajjatha, yathā 
paṭipannā tumhepi anuttaraṃ brahmacariyogadhaṃ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issathā'ti. Iti ayaṃ ceva satthā 

dhammaṃ deseti, pare [PTS Page 169] ca tathattāya paṭipajjanti. 
Tāni kho pana honti anekāni'pi satāni anekāni'pi sahassāni 

anekāni'pi satasahassāni. 

Taṃ kiṃ maññasi brāhmaṇa, iccāyaṃ evaṃ sante ekasārīrikā vā 

puññapaṭipadā hoti anekasārīrikā vā, yadidaṃ pabbajjādhikaraṇanti?  
  

[세존]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 나타나서 그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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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방도인데, 그것에 따라 나는 청정한 삶의 

궁극적 목적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깨달아 이제 알린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방도인데, 그것에 따라 그대들도 청정한 삶의 궁극적 목적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깨달아 성취하라.’ 

  

이와 같이 스승이 가르침을 설하고 다른 자가 그 취지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됩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사람에게만 공덕이 되는 

작법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되는 작법입니까?” 

  

(saṅgāravasutta- 쌍가라바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60,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부처님 한사람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부처님이 전법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한 두사람도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여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라문 상가라바에게 “이것은 한사람에게만 공덕이 되는 

작법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되는 작법입니까?”고 되묻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작법 

  

부처님의 되물음에 상가라바는 금방 이해하였다. 출가자들이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해탈에만 몰두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불사의 깨달음을 이룬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괴로움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탈한 자가 출현하면 할수록 자신도 괴로움과 윤회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 해탈의 추구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작법이 되는 것이다.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지는 계의 향기 

  

한사람의 도인이 세상에 출현하면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진다. 반면 

한사람의 사기꾼이 세상에 출현하면 세상은 혼탁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계의 향기’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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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잘 지킨 수행자가 출현하였을 때 마치 꽃에서 향내가 나듯이 계의 

향기가 난다. 그런데 계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 pupphagandho paṭivātameti,  
Na candanaṃ tagaramallikā vā,  

Satañ-ca gandho paṭivātam-eti,  
Sabbā disā sappuriso pavāti.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전단향도 따가리향도 말리까향도,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 간다.(Dhp54) 

  

  

Candanaṃ tagaraṃ vā pi,  

uppalaṃ atha vassikī,  

Etesaṃ gandhajātānaṃ  

sīlagandho anuttaro.  

  

전단향, 따가리향, 웁빠라향 

또는 밧씨키향이 있지만, 

이러한 향기의 종류 가운데 

계행의 향기야말로 최상이다.( Dhp 55) 

  

  

Appamatto ayaṃ gandho  

yāyaṃ tagaracandanī,  

Yo ca sīlavataṃ gandho  

vāti devesu uttamo.  

  

전단향과 따가라향과 같은 

그 향기는 보잘 것 없지만, 

계행을 지닌 님의 높은 향기는 

실로 천상계에 이른다.( Dh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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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고 하였다. 바람을 거슬러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데 

재스민 등 그 어떤 향기 보다 더 널리 더 높이 퍼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계의 향기는 천상에 이를 정도로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산중에서 도인이 출현하였다면 계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비록 심산유곡에 있을 지라도 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도달하기 때문에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든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몰려 오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의 

도인이 출현하였을 때 이 세상은 맑고 향기로워 질 것임에 틀림 없다. 

마치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몰려 오듯이 계의 향기는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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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살면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남을 교화시키기 앞서 

자신이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변화 시켜 자신이 먼저 변하였을 때 꽃을 보고 벌과 

나비가 모이듯이 주변을 감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부터 닦자, 

그럼으로써 내면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들에게도 이익이 미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15-01-0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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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곡된 사유의 전개과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좀처럼 알 수 없다.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 꿇듯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미지에 놀아난다. 겉으로 보기에 잘 생기고 잘 

차려 입고 온화한 모습을 보면 호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이 

이미지 그대로의 사람일까?  

  

이미지도 조작 될 수 있다 

  

이미지도 조작 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TV 에서 종종 본다. TV 에서 

보는 대통령의 모습은 온화하다. 늘 웃는 모습으로서 한 눈에 보기에도 

다정하고 인자해 보인다. 더구나 주변 사람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담형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각인 된다. 그러나 종종 뉴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영 딴판이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김영한 수석 파문’일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김영한청와대수석이 항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돌출행동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겨레신문의 심층보도에 따르면 김수석의 행위가 

이해 될 만하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한수석의 돌출행위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주 

본다면 마음을 붙이고 있으련만 박 대통령이 김영한 수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석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아 그럴 기회도 없었다고 

한다.(한겨레 2015-01-11)”라고 전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자신의 

수석비서하고도 소통하고 있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소외 되다 보니 

문건파동에 대하여 자신이 대신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표를 던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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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대부분 매스컴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다 보니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는 

인터넷뉴스나 팟캐스트방송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구축한 이미지에 갇혀 산다. 조작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다.  

  

빠빤짜(papañca:희론, 망상)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할 때 망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빠알리어로 ‘빠빤짜( papañca)’라 한다. 빠빤짜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희론(�論)’으로 번역하였다. 희론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의론을 말한다. 그렇다면 희론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벗들이여,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Madhupiṇḍikasutta-꿀과자의 경, 맛지마니까야 M18, 전재성님역) 

  

  

희론의 발생은 시각, 청각 등 여섯 가지 감각능력에 따른 접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빠빤짜(희론, 망상)는 1) 갈애에서 

만들어진 희론, 2) 견해에서 만들어진 희론, 3) 자만에서 만들어진 희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느낌은 두 갈래로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서 ‘접촉’에 따라 발생된 것은 ‘느낌’이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느낌 이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 된다. 하나는 

연기의 회전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십이연기를 말한다. 즉,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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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으로 전개 되는 연기의 

회전을 말한다. 또 하나는 희론으로의 전개이다.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망상(희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느낌은 두 갈래로 방향으로 진행된다. 

  

왜곡된 사유로 인하여 

  

희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왜곡된 사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곡된 사유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에 대하여 

‘생각에 어떻게 실체성이 부여 되는가? 왜곡된 사유 만냐띠 

6 단계(2013-08-2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산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사유(思惟)’라 한다.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이 사유이다. 그런데 

사유는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조작되는가?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근본법문의 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paṭhaviṃ paṭhavito sañjānāti. Paṭhaviṃ paṭhavito saññatvā paṭhaviṃ 

maññati paṭhaviyā maññati paṭhavito maññati paṭhaviṃ me'ti maññati.  

  

“땅을 땅으로 여기고 

땅을 땅으로 여기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 가운데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며 

‘땅은 내 것이다.’고 생각하며 

땅에 대해 즐거워한다.”(M1) 

  

  

참으로 난해한 문장이다. 부처님이 땅을 예로 들었지만 경에 따르면 

땅을 포함해서 지수화풍 사대에 대하여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희론-망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사대 뿐만 아니라 오온, 신들, 

창조주, 하느님 등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만냐띠(maññati)’이다. 생각(사유)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유위법적 조작’이라 한다. 왜곡된 사유로 인하여 

사념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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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usion 

  

  

사념의 구조물은 실체가 없다. 자신의 생각에서 만든 사유의 구조물은 

자신의 마음 속에 견고 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빠빤짜라 한다. 이 

빠빤짜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희론’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망상’이라 번역하였다.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데 

  

부처님은 빠빤짜(희론, 망상)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망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접촉에서 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22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할 때 

발생된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 때 형성된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가 형성되면 결코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대하여 누군가 나쁘게 말하면 

대변하거나 방어 하게 된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이미지 조작이 다반사로 일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TV 에서는 주로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로 보내 

준다. 그래서일까 요즘 TV 에서는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넘쳐 

난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외면한다.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기 보다 즐거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줌으로서 이미지 조작을 

시도 하는 것이다. TV 프로에서 먹거리 프로가 넘쳐 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 가운데 생각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생각하며” 

  

부처님의 땅에 대한 법문을 보면 어떻게 왜곡된 사유가 발생되는지 알 

수 있다. 경에 따르면 왜곡된 사유의 예로서 땅을 들었으나 하는님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다. 경에서는 하는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rahmaṃ brahmato sañjānāti. Brahmaṃ brahmato saññatvā brahmaṃ 

maññati. Brahmani maññati. Brahmato maññati. Brahmaṃ me'ti 

maññati. Brahmaṃ abhinandati. Taṃ kissa hetu? Apariññātaṃ1 

tassā'ti vadāmi. 

  

[세존] 

그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나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 가운데 생각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생각하며 

‘하느님은 내 것이다.’고 생각하며 하느님에 대해 즐거워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나는 말한다. 

  

(Mūlapariyāyasutta-근본법문의 경, 맛지마니까야 M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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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정형구에서 단어만 바꾼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은 

‘브라흐마(Brahma, 梵天)’를 말한다.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에서 

존재의 근원이자 창조신에 해당되는 최고의 신을 말한다.  

  

왜곡된 사유의 전개과정 

  

그런데 경의 본문만 보아 가지고는 심오한 뜻을 알기 어렵다. 이럴 경우 

주석을 참고 해야 한다. 각주를 참고 하여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사유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왜곡된 사유에 따른 유위적 조작의 과정 

단계 구    분 설   명 격 비 고 

1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일반사람은 X 를 

X 로 지각한다. 

대격 있는 그대로 

지각 

2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나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는 X 를 X 로 

지각하면서 X 를 

생각한다. 

 지각의 

사유화 

3 하느님 가운데 

생각하고 

그는 X 가운데 

생각한다. 

처격 ‘나’처럼 

여김 

4 하느님으로부터 

생각하며 

그는 X 로부터 

생각한다. 

탈격 ‘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 

5 ‘하느님은 내 

것이다.’고 

생각하며 

그는 ‘X는 나의 

것(또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유격 ‘나의 

소유’란 

자아관념의 

기초가 형성 

6 하느님에 대해 

즐거워한다. 

그는 X 를 즐거워 

한다. 

 ‘나의 

소유’를 

향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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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왜곡된 사유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 때,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할 때 왜곡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곡된 사유는 접촉에서부터 기인한다. 마두삔다까경(M18)에 의하면, 

시각과 형상과 시각의식에 따른 삼사화합이 일어난다. 삼사화합에 따라 

‘접촉-느낌-지각-사유-희론(망상: 빠빤짜)’ 순으로 전개 된다. 

최종적으로 희론(망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납니다. M18)”라 하였다.  

  

하느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나서, 하느님을 

생각하고”단계 서부터는 희론-망상으로 전개 된다.  

  

희론-망상은 생각으로부터 시작 된다. 그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갇혀 지낸다. 이에 대하여 전문용어로 

‘인식론적 왜곡’이라 한다. 

  

인식론적 왜곡에 대하여 

  

인식론적 왜곡에 대하여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만냐띠라는 단어는 어근 man ‘생각하다’에서 생겨난 것으로 

빠알리어에서는 왜곡된 사유를 나타낼 때 쓴다. 대상자체에서 유래하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이나 의미를 부여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인식론적 왜곡은 순간적인 지각의 경험가운데서도 자아중심적인 관점이 

침투함으로써 일어난다. 주석서(Pps.I.26)에 의하면, 인식론적 왜곡은 

세 가지 방식, 갈애(tanha), 자만(mana), 견해(ditthi)에 

지배당함으로써 일어난다. 

  

(맛지마니까야 13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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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왜곡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 그것은 자아중심적인 

관점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닌 지각의 사유화를 

말한다. 이는 경에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나서, 하느님을 

생각하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아중심론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이는 즐기는 것에 해당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 때도 즐기기 위해서이다.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즐기고자 하는 갈애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인식론적 왜곡은 갈애(tanha), 자만(mana), 견해(ditthi)에 

지배당함으로써 일어난다.(Pps.I.26)”고 하였다. 

  

오온을 내 것이라고 여겼을 때 

  

인식론적 왜곡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아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오온을 내 것이라고 여겼을 때 희론-망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존재론적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유의 문지방, 자신을 

인식주관으로 하고 지각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아래서 상상된 

자아감각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를 대표하는 양식이다.(13 번 

각주)”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식론적 왜곡, 즉 유위법적 

조작에 따른 희론-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조작되고 

왜곡된 이미지가 형상된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보아야 할까?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diṭṭhe diṭṭhamattaṃ bhavissati,  

sute sutamattaṃ bhavissati,  



`26 

 

mute mutamattaṃ bhavissati,  

viññāte viññātamattaṃ bhavissatī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며,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이 있을 뿐이며,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각된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된 것만이 있을 뿐이다. (S35.95) 

  

  

눈을 뜨면 보지 않을 수 없고, 귀가 있으면 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아에 기반한 인식론적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 그 

결과 망상(희론: 빠빤짜)이 생겨난다.  

  

 희론이나 망상이 생겨 나는 것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면 그뿐이다. 그럼에도 즐거운 느낌에 갈애를 

일으키고 집착하여 지각하고 사유한다면 희론과 망상으로 발전된다. 

이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이 있을 뿐이며”라 하여 있는 그대로 볼 

것을 강조 하였다. 들리는 것, 감각되는 것,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015-01-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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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연 없는 중생도 구제 할 수 있다 

  

  

아무리 진흙탕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중에는 오염이 덜 된 자, 가르치기 

쉬운 자, 근기가 수승한 자가 있다. 경에 따르면 수면을 벗어난 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S6.1)”이라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가르치기 쉬운 뭇삶 즉, 수면을 벗어난 자들은 가르침을 받아 

들이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수면에 있는 자나 수면 아래 있는 

자들은 포기의 대상일까?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전도선언에서 “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S4.5)”라고 말씀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세상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진리를 설하였다. 탐욕과 성냄 등으로 오염된 

채로 삶을 사는 자들의 말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된 

자들이 진리를 진리로써 받아 들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불가에서 흔히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아무나 구제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진리는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도 세 번 청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기경을 보면 세 번 청원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우리나라 찬불가에 청법가가 있다. 가사에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라는구절이 있는데, 이는 법사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청법가의 원류는 초기경전에 있다는 것이다. 

사함빠띠 브라흐마가 부처님에게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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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소서.(S6.1)”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은 청해야만 설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법을 청원하지도 않았는데 설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길거리 전도사와 똑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길거리 전도사들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붙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는다.  

  

누군가 부처님 법이 좋다고 하여 아무나 붙들고 법을 설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피곤해 할 것이다.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해 보았자 소귀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듣고자 

청원하는 자에게만 설해야 한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자들에게 

  

오염될대로 오염된 자에게 가르침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약발이 먹히지 않듯이, 

아무리 부처님 법을 알려 주어도 알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적당한 자양분을 얻어서 적당한 

자양분이 결여 되지 않고, 적당한 의약품을 얻어서 적당한 의약품이 

결여 되지 않고, 적당한 간병인을 얻어서 적당한 간병인이 결여 되지 

않으면, 그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환자를 조건으로 환자의 음식이 

결정되며, 환자의 의약품이 결정되며, 환자의 간병인이 결정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환자를 조건으로 다른 환자들도 간호될 수 

있다.”(A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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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ck monk and Buddha 

  

  

부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약으로 비유하였다. 

약을 주었을 때 약발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약을 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약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잘 듣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약은 ‘가르침’으로 비유된다.  

  

왜 포기해서는 안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마치 약을 주면 약의 효과가 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약을 주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무 오염되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길거리전도사처럼 쫒아 다니며 법을 알려 주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법은 청해야 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설한다면 상대방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앙굿따라니까야 ‘환자의 경(A3.22)’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를 

조건으로 다른 환자들도 간호될 수 있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주석에 따르면 “첫번째의 희망이 없는 환자도 간호를 해서 섭섭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때문에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때문에 괴로운 세계로 윤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의 

치료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환자도 간호해서 빨리 회복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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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해야 한다. (Mrp.II.191)”라 하였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마치 환자를 돌 보듯이 의약품을 주고 간호 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인연 없는 중생도 구제 할 수 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 매우 오염되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러 행위에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염된 자들을 

교화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처럼 마치 약을 주면 약발이 먹히듯이 

교화 되는 것이 아니다.  

  

극심하게 오염된 자들은 약을 주어도 약발이 먹히지 않듯이 쉽게 교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을 인연으로 하여 언젠가는 교화 될 수 있다. 

중병에 걸린 환자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환자에게 약을 주고 간호 해 

주듯이 중병에 걸린 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해 주듯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면 교화할 수 있다.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갖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그 중에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근기가 낮은 자나 오염된 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환자의 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환자에게 약을 주고 간호 하듯이 똑 

같이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인연 

있는 중생은 누구나 제도할 수 있다”가 될 것이다. 

  

  

  

2015-02-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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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류도(逆流道)를 설한 부처님 

  

  

  

사람은 접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단지 ‘이미지’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다. 방송과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여 보도된 것만 믿고 선택하였을 

때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속마음’을 잘 알 수 

없다.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오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려면 ‘재난이 닥쳐 보아야’ 알 수 있고, 또 ‘토론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려 

든다.  

  

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를까?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다. 쌍둥이라도 자세히 뜯어 보면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성향’ 또한 

각기 다르다. 왜 이렇게 생긴 모습과 성향은 천차만별일까? 이에 대한 

해법을 초기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사람마다 ‘차별화’가 되는 것에 대하여 ‘업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전의 행위에 따라 현재 나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뭇 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 

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M135)”라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이전에 지은 행위의 과보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에 대하여 생물학자들은 ‘DNA’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라는 ‘업자성정견’을 믿는다. 여기서 업자성정견이란 

‘세간적 정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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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뭇삶들을 차별한다고 하였다. 지금 지은 행위가 나중에 과보로 

나타날 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업대로 산다’고 

한다. 또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 성립한다. 흔히 말하는 ‘삼계’와 ‘육도’가 이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육도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인간으로 살아 간다. 그러나 인간도 

인간나름이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마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의 연못에서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물 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중에 잠겨 자라고,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에까지 나와 있으며,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뭇삶, 많이 오염된 

뭇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추한 모습의 뭇삶, 가르치기 쉬운 뭇삶, 

가르치기 어려운 뭇삶,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뭇삶들을 보았다.”(S6.1) 

  

  

상윳따니까야 ‘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S6.1)’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이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였을 때 

‘사함빠띠 하느님(Brahma: 梵天)’이 진리를 설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 위에 있는 문장이다.  

  

표로 만들어 보면 

  

부처님이 바라 본 세상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오염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또 근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또 외모에 따라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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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래서 경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인간군상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중에 잠겨 있는 

(수중에서 자람) 

수면에 나와 있는 

(수면에 걸쳐 

있음) 

수면을 벗어난 

(물에 젖지 않음) 

오염도 많이 오염된 뭇삶 조금 밖에 

오염되지 않은 

뭇삶 

 

근기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외모 추한 모습의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학습능력 가르치기 어려운 

뭇삶 

 가르치기 쉬운 

뭇삶 

죄악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뭇삶 

  

  

  

표를 보면 오염도, 근기, 선행, 외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염된 삶 

  

뉴스를 보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강도, 절도, 납치, 성폭행, 살인 등 

동일패턴의 범죄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전의 패턴으로 보아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염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많이 오염된 자들은 중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오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과 같은 오염원 때문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게으름, 들뜸, 양심없음, 수치심 

없음’이렇게 열 가지 오염원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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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 

  

부처님은 사함빠띠 브라흐마의 요청에 따라 진리를 설하시기로 

결정한다. 그런 진리는 어떤 것일까?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탐진치로 살아 가지만, 부처님의 발견한 진리는 

탐진치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역류도(逆流道)’라 한다.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따라 내려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저지르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A4.5)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자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경에서는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anusotagāmī 

puggalo)’이라 하였다.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란 무엇을 말할까? 경에서도 표현 되어 

있듯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다. 눈이나 귀 등으로 

끊임 없이 즐길거리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이렇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으로 사는 삶의 행태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법륜경 

집성제에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S56.11)”라고 말씀 하셨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 

  

세상사람들의 특징은 끊임 없이 즐거움을 추구 한다.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다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세상의 흐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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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야 한다. 이를 ‘역류도’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A4.5) 

  

  

부처님의 발견한 진리를 실천하려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 세상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세상사람들과 

반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 첫째 조건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탐욕과 성냄으로 살 때,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탐욕과 성냄을 소멸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염원을 소멸시키는 삶은 쉽지 않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때로 눈문을 

흘려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청정한 삶(brahmacaria)’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paṭisotagāmī puggalo)’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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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출가상(2014 년 불교박람회) 

  

  

역류도(逆流道)를 설한 부처님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사는 것을 ‘역류도(逆流道: paṭisotagāmī)’라 

한다. 이런 역류도를 과연 세상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주저하였다. 마치 소귀에 경읽기 식이 될지 몰라 

“곤란을 예견하고” 진리를 설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군가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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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 되는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2015-02-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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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물장에서 핀 홍련화 

  

  

쓰레기더미에서도 장미는 필 수 있을까? 늘 회자 되는 말이 있다. 

유래는 한국전쟁당시 외국언론 사설에 실렸기 때문이다. 1953 년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영국의 더 타임즈지에서는 

“폐허가 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소행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라고 보도 하였다.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고 작성한 기사라 

본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홍련화가 피어나듯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은 피지 않는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에서 연꽃은 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법구경 게송이 말해 준다. 

  

  

Yathā saṅkāradhānasmiṃ 야타 상카라다나스밍 

ujjhitasmiṃ mahāpathe  웃지따스밍 마하빠테 

Padumaṃ tattha jāyetha 빠두망 땃타 자예타 

sucigandhaṃ manoramaṃ 수찌간당 마노라망. 

  

Evaṃ saṅkārabhūtesu  에왕 상카라부떼수 

andhabhūte puthujjane  안다부떼 뿌툿자네 

Atirocati paññāya  아띠로짜띠 빤냐야 

Sammāsambuddhasāvako  삼마삼붇다사와꼬. 

  

(빠알리어, Dhp58-59) 

  

  

1. 

사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곳에 맑고 향기롭고 사랑스런 

홍련화가 피어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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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멀고 쓰레기와 같은 

일반사람 가운데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지혜로 밝게 빛난다.  

  

(전재성님역, Dhp58-59) 

  

  

2. 

大道に捨てられた 

塵芥（ちりあくた）の山堆（やまずみ）の中から 

香しく麗しい蓮華が 

生ずるように。 

 

塵芥にも似た盲（めしい）た 

凡夫のあいだにあって、 

正しくめざめた人（ブッダ）の弟子は 

智慧をもって輝く。 

 

 

(中村元역, Dhp58-59) 

  

  

3.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써 찬란히 빛나리라  

  

(법정스님역, Dhp58-59) 

  

  



`40 

 

4. 

如作田溝 여작전구 

近于大道 근우대도 

中生蓮花 중생연화 

香潔可意 향결가의 

  

有生死然 유생사연 

凡夫處邊 범부처변 

慧者樂出 혜자락출 

爲佛弟子 위불제자 

  

(한역, Dhp58-59) 

  

  

5. 

큰길가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맑은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듯이 

  

교화되지 못하여 눈멀고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맑은 지혜로써 영광스러이 빛나는 이들 

이는 실로 최고 정각자의 성 제자들이다. 

  

(거해스님역, Dhp58-59) 

  

  

6. 

As in a pile of rubbish 

cast by the side of a highway 

 a lotus might grow 

 clean-smelling 

 pleasing the heart, 

so in the midst of the rubbish-like, 

people run-of-the-mill & blind, 

 there dazzles with discernment 

 the disciple of the R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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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Awakened one. 

  

(Thanissaro Bhikkhu 역, Dhp58-59) 

  

  

  

 
  

  

  

첫 번째 게송을 보면 사거리의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연꽃이 

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영국 언론의 사설과는 다르다.  

  

범부들 중에서도 성자가 출현할 수 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맑고 향기롭고 사랑스런 홍련화가 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연꽃은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도 필 수 

있음을 말한다. 맑고 청정한 곳에서만 연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송에서 쓰레기 더미라 하였을 때 이는 매마른 쓰레기장이 아니라 

오물로 가득찬 물웅덩이와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 오물이 범벅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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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물속에서도 매혹적인 연꽃이 피어 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두 번째 게송을 보면 범부들 중에서도 성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첫 번째 게송에서 쓰레기더미속에서 연꽃이 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범부중에서 성자가 출현할 수 있음을 진흙탕속에서 

피어난 홍련화로 비유한 것이다.  

  

뿌툿자나(puthujjana: 범부)란? 

  

범부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뿌툿자나(puthujjana)’라 한다. 

전재성님은 ‘일반사람’으로 번역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people’이라 하였다. 범부와 관련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vaṃ saṅkārabhūtesu andhabhūte puthujjane : DhpA.I.445-446 에 

따르면, 일반사람은 범부 즉, 뿌툿자나를 말하는데, 쓰레기 더미처럼 

많은 오염이 생겨난 자라는 뜻이다. 큰 길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더미와 

같다. 역겹고 혐오스러워도 향기로운 연꽃이 생겨난다. 매력적이고 

유쾌해서 왕이나 대신의 머리 위에 놓일 가치가 있다. 

  

(법구경 694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표현 되어 있는 뿌툿자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매우 가혹함을 알 

수 있다. 마치 사거리 진흙탕속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범부라는 것이다. 오줌과 똥, 쓰레기로 범벅이 된 오물장에서 악취가 

나듯이 범부 역시 악취가 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팔만사천대겁을 살아도 

  

범부 또는 일반사람을 뜻하는 빠알리어 puthujjana 는 어떤 뜻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puthujjana: lit.: 'one of the many folk', 'worldling', ordinary 

man, is any layman or monk who is still possessed of all th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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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ters (saṃyojana, q.v.) binding to the round of rebirths, and 

therefore has not yet reached any of the 4 stages of holiness (s. 

ariya-puggala). 

(puthujjana , 빠알리사전 PCED194) 

  

  

사전에 따르면 뿌툿자나는 문자적으로 ‘사람들, 속인, 일반사람’의 

의미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승려라고 하더라도 열 가지 족쇄에 

매여 있는 자 역시 범부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을 가진자, 즉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지 못한 

자는 모두 범부라 본다는 것이다.  

  

욕계천상은 물론 색계와 무색계의 천신들 역시 범부의 범주에 들어간다. 

물론 색계 정거천에 사는 불환자들은 제외 된다. 팔만사천대겁을 사는 

비상비비상처천에 사는 천신 역시 범부에 해당된다.  

  

팔만사천대겁을 살아도 죽으면 윤회할 수밖에 없다. 또 머리를 깍고 

가사를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모두 

범부에 속한다. 그래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열 가지 족쇄(saṃyojana) 

  

범부의 특징은 열 가지 족쇄(saṃyojana)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 열 

가지 족쇄 또는 열 가지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personality-belief (sakkāya-diṭṭhi, q.v.),  
(2) sceptical doubt (vicikicchā q.v.),  

(3) clinging to mere rules and ritual (sīlabbata-parāmāsa; s. 

upādāna),  

(4) sensuous craving (kāma-rāga, 4.v.),  

(5) ill-will (byāpāda),  

(6) craving for fine-material existence (rūpa-rāga),  

(7) craving for immaterial existence (arūpa-rāga),  

(8) conceit (māna, q.v.),  

(9) restlessness (uddhacca, q.v.),  

(10) ignorance (avijjā, 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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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열 가지 족쇄에 묶여 있는 한 죽음과 재생이 반복되어 끊임 

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족쇄를 끊어 버리면 더 이상 범부가 

아니다. 이를 사향사과의 ‘아리야 뿍갈라(ariya-puggala)’라 한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Sammāsambuddhasāvaka) 

  

주석에 따르면 범부들은 악취나는 존재들이다. 오물장 속에서 살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탐욕이라는 오물, 성냄이라는 오물 등 온갖 

오염원으로 살아 가는 자들이 범부들이다. 또 범부들은 눈먼 자들이라 

하였다. 마치 맹인과도 같은 것이다.  

  

악취나고 눈이 먼 자들이 일반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현자들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치 오물장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눈멀고 쓰레기와 같은 일반사람 가운데(Evaṃ 

saṅkārabhūtesu andhabhūte puthujjane)”라 한 것이다.  

  

두 번째 게송에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지혜로 밝게 

빛난다 (Atirocati paññāya Sammāsambuddhasāvako)”라 하였다. 여기서 

Sammāsambuddhasāvako 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라 

번역되었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Sammāsambuddhasāvako : DhpA.I.445-446 에 따르면, 쓰레기 같이 가치 

없는 범부로 태어났더라도, 무지하고 지각없는 사람들 사이에 

태어났더라도, 번뇌를 끊는 수행승은 그 자신의 통찰력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그것의 여읨의 이익을 보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계행과 삼매와 지혜를 닦아 마침내 궁극적 해탈을 이룬다. 

  

(법구경 695 번 각주, 전재성님) 

  

  

Sammāsambuddhasāvako 에서 사와까(sāvaka)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다. 

거해스님은 ‘최고 정각자의 성 제자들’이라 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the disciple of the Rightly Self-Awakened one’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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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야 뿍갈라(ariya-puggala) 

  

Sāvaka 에 대하여 PCED194 를 찾아 보면 ‘a hearer; a disciple’의 

뜻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리야사와까 (ariya-sāvaka)의 의미로 

사용된다. 성스런 제자라는 뜻이다. 사향사과 또는 사쌍팔배의 성자를 

말한다. 이를 ‘아리야뿍갈라(ariya-puggala)’라고 한다. 사향사과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one realizing the path of Stream-winning (Sotāpattimagga). 

2. The one realizing the fruition of Stream-winning 

(Sotāpattiphala). 

3. The one realizing the path of once-return (Sakadāgāmiphala). 

4. The one realizing the fruition of once-return (Sakadāgāmiphala). 

5. The one realizing the path of Non-return (Anāgāmimagga). 

6. The one realizing the fruition of Non-return (Anāgāmiphala). 

7. The one realizing the path of Holiness (Arahatta-magga). 

8. The one realizing the fruition of Holiness (Arahatta-phala). 

  

(ariya-puggala, PCED194) 

  

  

부처님의 성스런 제자를 뜻하는 사와까에 여덟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어설명을 보면 공통적으로 ‘The one 

realizing’이라 되어 있다.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가 인식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깨달은 자(The one realizing) 

  

초기불교에서는 존재론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식론을 이야기 

한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초전법륜경에서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S56.11)”라는 구절일 것이다.  

  

자신의 번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청정한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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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된다. 이것이 

‘아라한선언’이다.  

  

아라한선언에 대하여 부처님은 “앎과 봄이 생겨났다.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라 하였다. 앎(Ñāṇa :知)과 봄(dassana: 見)이 

생겨났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인식론적 종교임에 틀림 없다. 

  

똥구덩이서 사는 자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범부들은 오물장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 

없다. 탐욕, 성냄 등 각종 오물이 범벅이 되어 살고 있지만 조금도 

떠나려 하지 않는다. 마치 똥으로 사는 자들과 같다. 마치 똥이 좋아 

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똥구덩이서 사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똥벌레가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면, 그 똥벌레는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고 다른 똥벌레들을 

무시한다. (S17.5)”라 하였다. 마치 똥구덩이 사는 구더기가 깨끗한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기어이 똥구덩이로 향하는 것과 같다.  

  

주석에 따르면 범부에 대하여 ‘쓰레기 더미처럼 많은 오염이 생겨난 

자’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을 모르는 자’라 하였다. 이와 

같은 범부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있다. 그것은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가죽끈에 묶여 있는 경(S22.100)’에서 개의 비유에 대한 

것이다. 

  

어느 비구니 학인 스님으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몇 주전 택배를 받았다. 어느 비구니 학인 스님이 비밀 댓글을 보내 

와서 답장을하였다. 그런 인연으로 ‘불교명상음악씨디’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그러자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귀중한 책을 하나 선물 

받았다. 그 것은 ‘파아옥 사야도’가 지은 ‘업과 윤회의 법칙’이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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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옥사야도의 ‘업과 윤회의 법칙’ 

  

  

두툼한 책의 첫 장에 ‘차꼬경’이 소개 되어 있었다.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듯한 상징적인 경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차꼬’라는 말이 매우 생소하였다. 각주를 보니 ‘속박된’뜻이라 

한다.  

  

‘차꼬’라 하였는데 

  

각주에 따르면 “차꼬는 말, 개 등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채우는 

나무조각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국어 사전을 찾아 보니 “두 개의 

긴 나무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한 옛 형구, ‘자꾸’의 방언”라 되어 있다.  

  

책에서 차꼬경이라 소개되어 있는 경은 ‘가죽끈에 묶임 

경(Gaddulabaddha sutta , S22.100)’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되어 있다. 

Gaddulabaddha 는 ‘Gaddula (leather strap) +baddha(trapped)’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Gaddulabaddha 의 의미는‘가죽끈으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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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무로 만든 형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꼬’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본다.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는 

  

개가 가죽끈에 묶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개는 원환에 의존하는 바보이다. 가죽끈은 견해와 같고 

기둥은 자신의 몸과 같다. 가죽끈으로 묶인 개가 기둥을 따라 맴도는 

것처럼 견해와 갈애로 자신의 몸을 묶은 범부는 자신의 몸을 따라 

윤회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상윳따 3, 427 번 각주)”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목줄에 묶여 있는 개는 다름 아닌 범부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죽끈에 묶여 행동반경이 제한 되어 있는 것이 범부의 삶이다. 

그렇다면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는 어떤 상태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견고한 막대기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 그 막대기나 기둥에 감겨 따라 도는 것과 같다. 만약 그가 

가면, 막대기나 기둥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만약 그가 앉으면 막대기나 

기둥으로 가까이 앉게 되고, 만약 그가 누우면 막대기나 기둥으로 

가까이 눕게 된다. 

  

(Dutiya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22:100, 전재성님역) 

  

  

이 구절을 보면 기둥에 묶여 있는 개가 비참한 신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개는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개의 목에 매달려 있는 줄의 길이를 넘어 설 

수 없다.범부도 개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범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여긴다면 목줄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몸이 

기둥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유신견은 가죽끈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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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하는 뭇삶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 즉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을 때 이는 유신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윤회하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하는 범부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 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뭇삶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라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산의 제왕 수미산이 소모되고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을 

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뭇삶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라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광활한 대지가 소모되고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을 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뭇삶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라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Pathama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22:9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우주적 스케일로 윤회의 두려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무명과 갈애가 남아 있는 한 한량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우주가 모두 불타 

없어지더라도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감나는 비유가 가죽 끈에 묶인 개이다.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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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가죽끈에 묶여 있는 개나 유신견에 사로 잡혀 있는 범부나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견고한 막대기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 그 막대기나 기둥에 감겨 따라 돌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은 고귀한 님을 보지 못하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서, 

참사람을 보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서, 물질을 자아로 여기거나,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Pathama gaddulabaddha sutta-가죽끈에 묶임의 경 1, 상윳따니까야 

S22:99, 전재성님역)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여겼을 때 가죽 끈에 묶인 개의 신세와 

다름 없음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오취온’에 대한 것이다.  

  

눈멀고 쓰레기와 같은 일반사람 

  

오취온은 고성제와 같다. 부처님은 고성제에서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S56.11)”라고 말씀 하셨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죽끈에 묶인 개의 신세와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을 뿌툿자나, 즉 

범부 또는 일반사람이라 한다. 그런데 범부는 사향사과의 성자 이외의 

모든 존재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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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지 못하면, 지금 제아무리 놓은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그가 머리를 깍은 비구일지라도 

유신견을 가지고 있으면 범부이다. 팔만사천대겁을 사는 비상비비상처의 

존재도 유신견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다. 그런 범부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눈멀고 쓰레기와 같은 일반사람 (saṅkārabhūtesu 
andhabhūte puthujjane)”라 하였다.  

  

오물장에서 핀 홍련화 

  

부처님은 범부중에서도 성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치 쓰레기 

더미로 범벅이 되어 오물장과도 같은 진흙탕속에서 핀 홍련화와 같은 

것이다.  

  

  

사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곳에 맑고 향기롭고 사랑스런 

홍련화가 피어나듯. (Dhp58) 

  

눈멀고 쓰레기와 같은 

일반사람 가운데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지혜로 밝게 빛난다. (Dhp59)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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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연기법적으로 사유를 해야 하는가 

  

  

  

스님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 절에 자주 다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어느 법우님이 

말하기를 작은 절에서 스님을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였다. 뻔히 

다 아는 사이에서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어느 

기자의 칼럼에 “여기 스님은 모두 밍크코트 입은 사람만 상대 하는데 

난 능력이 없고 보시도 못하니 조용히 법당에 앉았다 그냥 가요”라고 

말하는 재가불자의 이야기를 실었다.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까지 만난 스님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것도 단발성만남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경우는 

매우 드믈다.  

  

언젠가 어느 스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선수행을 오랫동안 한 

선사이었다. 그 스님과 마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스님은 오래 전에 ‘한소식’을 한 것 같다. 젊은 시절 큰 

스님을 찾아 다니며 자신의 공부를 점검 받았는데 법거량 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 스님에 따르면 큰스님 중에는 자신의 공부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스님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질문의 요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큰스님도 있었다고 하였다. 법거량을 해 보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간에 알려진 큰스님들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 스님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입만 벙긋하면 어긋난다 

  

그 스님은 삭발에 먹물옷을 입었다. 대면한 당사자는 유발에 

속복차림이다. 한편은 수행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선사이고, 또 한편은 

오로지 초기경전에 의존하여 글만 쓰는 보통불자이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마다 핀트가 빗나가는 것이었다. 스님은 화두와 선수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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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경전을 근거로 하여 교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니 

자꾸 엇나가는 것이다.  

  

스님과 대화를 하였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불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은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흔히 선사들이 묻는 질문 

방식이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어록에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는 말이 있다. 이 사자성어는 

‘입만 벙긋하면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종에 따르면 ‘진리의 세계는 입을 열면 곧 참모습과는 어긋난다’는 

뜻이다. 말로서 글로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팔만사천리나 멀어지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진실은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넌지시 떠 보는 질문 

  

선사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마 그 선사가 생각하기를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사가 이겼다고 볼 수 있을까? 선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선사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왜 그런가? 질문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무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토론의 달인’이다. 한글로 번역된 

수십권의 빠알리니까야를 보면 대부분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대화체로 되어 있다.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 부처님과 외도와의 대화 

등 대화로서 교화 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 외도와 대화 하는 

장면도 매우 많다. 어느 외도가 다음과 같이 부처님에게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지각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지각과 자아는 다른 것입니까?(D9)” 

  



`54 

 

  

참으로 난해한 질문이다. 부처님은 당면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갑자기 형이상학적 질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는 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였을까?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을 떠 보기 위해 넌지시 질문한 것이다”라 하였다.  

  

오물장과도 같은 견해로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무기하였다.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같은 것이다. 이런류의 

질문을 삼세에 걸쳐서 확장하면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까?”부터 

시작하여 열 가지 형이상학적 질문이 된다.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질문이 무익하기도 하지만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외도가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였을 때 목적은 뻔하다. 외도가 자신의 

견해를 감추어 두고 답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여 실책을 

유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답변을 유도하여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논파하면 

명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질문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유행자는 마치 마을의 돼지가 향수로 목욕하고 향료를 바르고 

꽃다발을 장식하고 왕좌에 올라도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둘로 

오물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행복을 찾듯,부처님에 의해서 유연하고 

미세한 세 가지 특징으로 조직된 가르침에 목욕하고 단장하고 장식하고 

소멸론(nirodhakatha)이라는 왕좌에 앉아도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 오물장과 같은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Smv.376) 

  

  

외도의 질문에 대하여 오물장과도 같은 견해라 하였다.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여 답도 없는 질문을 하여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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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한 질문의 사례가 있다. 그것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는 것이다. 윤회의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윤회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아론자에게 있어서 무아윤회는 모순이다. 그러나 무아론의 불교에서는 

모순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질문자가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함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유아론자의 무아윤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유아론자에게 답을 해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일 

것이고, 무엇 보다 현재의 괴로움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희론(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무한한가?” “세상은 유한한가?” 류의 열 가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무기 하였다. 또  “나는 누구인가?”라며 

나를 찾는 것은 번뇌만 야기할 뿐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이다. 현실의 괴로움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형이상학적 질문, 오물장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질문 등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무기로 일관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제자들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면 질책하였다. 초기경에 

따르면 어느 제자가 “세존이시여, 누가 존재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답하였을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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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누가 존재합니까?’라는 질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와 

같다.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S12:12) 

  

  

 
  

Buddha 

  

  

부처님의 제자는 궁금한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 저것 

질문한다. 그런데 질문의 패턴이 있다. 질문할 때 마다 “누가 의식의 

자양분을 섭취합니까?” “누가 느낍니까?” “누가 갈애합니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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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항상 ‘누가’를 붙인다.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존재합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묻는 것이 바른 질문이라고 부처님은 충고한다. 

  

왜 연기법적 사유를 해야 하는가  

  

흔히 “나는 누구인가?”라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따르면 번뇌만 야기 하는 희론과 망상이 되기 쉽다. 어느 

선사가 대화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 

하였을 때 ‘대략난감’하다. 답을 하면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답을 

하지 않으면 몰라서 답을 못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고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부처님은 ‘누구(who)’라기 보다 ‘무엇(what)때문에’ 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누가 

느낍니까?”라고 질문 하였을 때 이는 잘못된 질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엉터리 질문’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른 질문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존재가 생겨납니까?”라고 바른 질문을 하였을 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연기법적 사유’를 하라는 것이다.  

  

  

  

2015-02-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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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죽음의 삼요소와 상수멸정 

  

  

  

식으면 맛이 없다 

  

명절 때는 과식하기 마련이다. 또 과음하기 마련이다.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이런 자신과 주변 이야기, 세상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다 보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된다.  

  

먹고 마실 때는 좋다. 그러나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술이 

그렇다. 자신의 주량을 넘어 마신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불쾌로 나타난다.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어서 과음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더구나 취중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넣어 주는 것은 뜨끈한 

‘꿀차’가 최고일 것이다. 

  

따끈한 꿀차를 입에 넣으면 속이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식기 시작한다. 완전히 식었을 때 해장의 효과는 거의 없다. 

따뜻하였을 때 마시는 것과 차갑게 식었을 때 마시는 것은 효과에 

있어서 천지차이가 난다.  

  

따끈한 원두커피나 따뜻한 차한잔을 마시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 공통적 

현상은  식으면 맛이 없다는 것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찬밥보다 

더운 밥이 훨씬 낫다. 국이나 찌게도 마찬가지로 따끈할 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찬 음식 보다 따뜻한 음식이 우리 몸에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몸이 식는다면 

  

지금 여기 찻잔이 있다. 도기로 된 찻잔이다. 도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온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도기로 된 찻잔에는 따뜻한 차가 

올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 진다.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식어 버린다. 식어 버리면 ‘차의 사망’이라 볼 수 있다. 

싸늘하게 식은 차나 커피, 꿀차는 용도폐기 된 것과 다름 없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식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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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은 늘 36.5 도를 유지한다. 만약 사람의 체온이 35 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라 하여 생명이 위독하다. 반대로 42 도를 넘으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여 인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항상 36.5 도를 유지 하는데, 이는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한 체온의 변화는 없다. 나이가 팔십이나 

구십이 된 노인이라도 36.5 도를 유지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밥숟가락을 놓게 된다면 더 이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밥숫가락을 놓다”는 말이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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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찻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 버린다. 이는 차의 사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식지 않는다. 음식이 계속 공급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공급이 안된다면, 즉 밥숫가락을 

놓게 된다면 체온 36.5 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식어 갈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망이라 볼 수 있다. 

  

죽음의 삼요소 

  

차나 커피의 사망과 인간의 사망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싸늘하게 

식어 버린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온기가 사라졌을 때 움직임은 없다. 

그것은 죽음이다. 팔십년 구십년을 살아 온 사람에게 온기가 사라졌을 

때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아, 쓸모없는 나무 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머지않아 이 몸은 

땅 위에 눕혀지리라. (dhp41) 

  

  

게송을 보면 죽은 시체에 대하여 쓸모없는 나무 조각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생명이 끝난 것을 말한다. 게송에서는 ‘의식 없이 버려진 것’ 

이라 하였다. 의식(viññāṇa)의 떠남(apeta)은 나무토막과 다름 없음을 

말한다. 

  

초기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 죽은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 되어 있다. 

  

  

“벗이여,  

세 가지 상태  

즉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됩니다.” (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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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는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생명력(āyu) 과 체열(usmā)과 

의식(viññāṇa)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몸을 떠났을 때 죽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생명력은 주석에 따르면 “살아있는 몸의 물질적 현상을 

유지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력(jivitaindriya:命根)을 

말한다.(Pps.II.350)”라고 되어 있다. 

  

몸에서 의식만 떠나서는 죽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상수멸정에 

들어간자의 경우 의식이 소멸한 상태이지만 죽었다고 볼 수 없다. 

식물인간의 경우 의식은 없지만 생명력과 체열이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력과 체열, 그리고 의식이 모두 소멸하여야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력과 체열은 상호의존적 관계 

  

죽음의 삼요소는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다. 이중에서 생명력과 체열은 

몸과 관련이 있고, 의식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몸과 

마음이 있어야 산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몸이 죽으면 마음도 죽는 

것일까? 반대로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것일까?   

  

죽음의 삼요소 중에 생명력과 체열은 몸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에서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M43)”와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M43)”라 하였다.  

  

생명력과 체열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생명력은 체열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와 “체열은 생명력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력과 체열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다. 

  

단멸론이 왜 모순인가 

  

죽음의 삼요소 중에 생명과 체열은 상호의존적이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가 파괴 되면 나머지도 함께 파괴 된다. 그러나 삼요소 중에 의식은 

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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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삼요소에 의식이 있다. 그런데 경에서 생명과 체열이 파괴 

된다고 하여 의식까지 파괴 된다는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의식은 생명력과 체열과 상호의존적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단멸론자들은 몸과 마음을 상호의존적 관계로 본다. 

  

인터넷시대에 가장 악취나는 이론이 단멸론이다. 한마디로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론이다. 이를 부처님의 상호의존적 연기로 

그럴 듯 하게 포장하여 몸과 마음은 상호연기 한다고 설명하다. 

상호의존하여 연기 하기 때문에 몸이 파괴 되면 마음도 파괴 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교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악취나는 단멸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단멸론은 경전을 근거로 하였을 때 모순이다. 왜 그런가? 상호의존적 

연기라면 마음이 파괴 되었을 때 몸도 파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수멸정에서 출정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 만을 그들의 주장대로 

몸과 마음이 상호의존 된 것으로 보아 마음이 파괴 되었다면 상수멸에 

들어간자는 그대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출정하는 것을 보면 

단멸론이 모순임을 알 수 있다. 단멸론이 모순 인 것 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전의 가르침 

-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M43) 

-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M43) 

  

(설명) 

- 죽음의 삼요소(생명력, 체열, 의식)중에서 생명력과 체열만 

상호의존적으로 봄. 

- 의식은 생명력과 체열과 상호의존적이 아님 

  

(2)단멸론 

- 몸은 마음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마음은 몸을 조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상호의존한다.  

- 몸과 마음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면 마음도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면 몸도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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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몸과 마음을 상호의존적으로 보지만 경전적 근거 없음 

- 몸이 먼저 파괴 되는 것은 성립될수 있지만, 마음이 먼저 파괴되는 

것은 모순임(상수멸정에서 출정하는 것을 설명해야함) 

- 마음은 파괴 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재생연결식이 되므로 마음은 파괴 

되지 않음(아라한은 제외)  

  

비교를 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멸론자들이 단순하게 

몸과 마음을 상호 의존적 연기로 보아 설명하는 것은 경전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순이다. 특히 마음도 파괴 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파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상수멸정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상수멸정상태에서는 

  

선정이 깊어져서 상수멸에 이르면 마치 죽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죽음의 삼요소 중에 생명력과 체열만은 남아 있다. 다만 의식은 사라져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단멸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이다. 단멸론자들은 몸과 마음을 상호 의존적으로 보아 한쪽만 파괴 

되어도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수멸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을 상호의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파괴되어도 몸이 파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은 남아 있는 

것이다. 

  

만일 상수멸정에 들어간자가 의식이 사라졌을 때 동시에 생명력과 

체열도 함께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아마 

출정후에 되돌아 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순이다. 그래서 죽음의 

삼요소에서 몸의 요소라 볼 수 있는 생명력과 체열은 상호의존적 관계가 

성립하지만,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벗이여, 이러한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벗이여,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가 동일한 것이라면, 

수행승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었을 때에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벗이여,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가 다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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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었을 때에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M43) 

  

  

경에서는 ‘생명력’과 ‘느낌’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느낌’은 상수멸에서 ‘수(受)’를 말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가 동일한 

것이라면”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상호의존적 

연기라면’ 이라는 뜻이다. 마치 생명력과 체열이 상호의존적인 것과 

같다. 생명력이 소멸하면 체열 또한 소멸하기 마련이므로, 만일 

생명력과 느낌이 상호의존적이라면, 상수멸상태에서 느낌이 소멸하면 

생명력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수멸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이는 모순이다. 그래서 죽음의 삼요소 중에 생명력과 체열은 

상호의존적이지만, 생명력과 의식 또는 체열과 의식은 상호의존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단멸론자들이 단순무식하게 몸과 마음이 상호의존하여 

‘한쪽이 파괴되면 다른 쪽도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경전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순이다. 그리고 

스스로 무식을 폭로하는 엉터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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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Du)사(Sa)나(Na)소(So) 

  

  

  

맹목적 사랑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맹목적으로 되기 쉽다.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상황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사랑의 대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돌진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권력이 있는 자는 권세를 이용하여 사랑을 쟁취하려 한다. 요즘 문제 

되는 군부대내의 ‘성군기문란’사건이 대표적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 계급의 여부하를 성추행하며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면 돈으로 마음에 드는 대상을 가지려 한다. 몇 년 전 

인기탤런트가 부자클럽의 ‘성접대’에 동원 되어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좋아 하는 대상이 있으면 기어이 차지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일반사람들에게서도 맹목적인 사랑을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토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스토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의 경우 광팬이 스토커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을 때 ‘광팬’에서 스토커로 변신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더 쉬운 것이다. 이렇게 스토커가 되는 것은 

과도한 집착이라 본다. 좋아 하는 상대가 있었을 때 자신의 것을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는 집착으로 인하여 모두가 불행해진다.  

  

법구경 60 번 게송에서 

  

좋아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리 도망 가 

버린다. 그럴 경우 폭력적 방법이 동원 된다. 권력이나 재산의 힘으로, 

또는 완력으로 정복코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폭력이 동원 되었을 때 

모두 불행해진다. 이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구경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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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īghā jāgarato ratti,   디가 자가라또 랏띠 

dīghaṃ santassa yojanaṃ,   디강 산땃사 요자낭 

Dīgho bālānaṃ saṃsāro   디고 발라나 삼사로 

saddhammaṃ avijānataṃ.   삿담망 아위자나땅.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전재성님역, Dhp60) 

  

  

眠れない人には夜は長く、 

疲れた人には一里の道は遠い。 

正しい�理を知らない愚かな者どもには、 

生死の道のりは長い。 

(中村元역, Dhp60)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 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법정스님역, Dhp60) 

  

  

不寐夜長 불매야장 

疲倦道長 피권도장 

愚生死長 우생사장 

莫知正法 막지정법 

(한역, Dhp60)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1요자나는 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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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윤회는 한없이 길다. 

(거해스님역, Dhp60) 

  

Long for the wakeful is the night. 

Long for the weary, a league. 

For fools 

unaware of True Dhamma, 

            samsara 

is long. 

(Thanissaro Bhikkhu, Dhp60)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법구경 60 번 게송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 실려 있는 첫 번째 게송이다. 

첫 번째 구절에서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다.(dīghā jāgarato 

ratti)’라고 하였다. 잠을 자지 못하면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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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īghā jāgarato ratti: DhpA.II.12 에 따르면, 밤이라는 것은 초야, 

중야, 후야로 이루어져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길이가 

서너 배나 길다. 태양이 떠오를 때 까지 뒤척거리면서 잠자는 게으른 

사람이나 잘 먹고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는 관능주의자들은 결코 그 

길이를 모른다.  

  

그러나 명상수행에 돌입하여 밤을 지새우며 정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설하는 해설자, 그에게 가까이 앉아 설법을 듣는 자, 머리 등에 통증이 

있는 자, 손발 등에 고통을 겪는 자, 밤을 길에서 지새우는 여행자는 그 

길이를 알게 된다. 

  

(698 번 각주, 전재성님)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dīghaṃ santassa 

yojanaṃ)’라 하였다. 이는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다. 갈 길 먼 

나그네에게 해는 저물어 간다면 목적지는 길게 느껴질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īghaṃ santassa yojanaṃ: DhpA.II.13 에 따르면, 1 요자나는 겨우 

4 가바따(gavata)이다. 그러나 피곤하고 괴로운 자에게 그것은 실제보다 

두 배처럼 보이기도 하는 먼 거리이다.  

  

길을 하루 종일 걸으면서 피곤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마을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요자나 정도 된다고 답한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다른 

사람이 오면, 그에게도 ‘마을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한 요자나 정도 된다고 대답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한다. 그러면 그는 ‘모두 한 요자나라고 

대답하는데, 한 요자나가 얼마나 먼가! 나에게는 두세 요자나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한다. 

  

(699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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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세 번째 구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dīgho 

bālānaṃ saṃsāro)’고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īgho bālānaṃ saṃsāro: DhpA.II.13 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유익한 것을 모르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종식시킬 수 

없고, 윤회를 끝내는 서른일곱 가지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른다. 그에게는 윤회는 참으로 길다. 

  

(700 번 각주, 전재성님) 

  

  

경전을 읽을 때 주석을 참고하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일 

주석을 참고 하지 않고 원문의 내용만으로 파악하려 할 때 마치 컴컴한 

방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석을 참고 하면 마치 방안에 불을 

켜듯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주석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윤회할 수밖에 없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성제, 팔정도 등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서른일곱 가지의 수단, 37 조도품을 모르는 것이라 

하였다. 

  

탐진치로 사는 어리석은 자는 윤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탐욕으로 

살기에 삼계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는 유신견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빛나던 범천도 돼지 우리에서는 

꿀꿀거리네”라는 말도 있다.   

  

팔만사천대겁을 사는 천신도 복과 수명이 다하면 윤회하게 된다. 빛나던 

범천도어떤 세상에 태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유신견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 가는 존재는 삼계와 육도를 마치 두레박처럼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뭇삶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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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빠에서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따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분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으로 헤아려나간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의 헤아림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잠부디빠의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져버릴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S15.1) 

  

  

인연담을 보면 

  

법구경 60 번 게송에 인연담이 있다. 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이야기 형식이다. 전재성님이 번역한 법구의석의 인연담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Annatarapurisavatthu)’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I.1-12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Annatarapurisavatthu)이다. 

  

어느 축제날 꼬쌀라 국의 왕 빠쎄나디는 뿐다리까라는 흰 코끼리를 타고 

왕의 위엄을 갖추어 싸밧티 시를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그런데 

칠층 저택의 가장 높은 베란다에서 한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왕을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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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사라졌다. 왕에게는 보름달이 나타났다가 구름 속에 다시 들어 

간 것이다. 

  

왕은 정신을 잃고 코끼리 위에서 떨어질 뻔 하였다. 왕은 그녀가 

결혼했는지를 알아보고 결혼 한 것을 알자 그 남편을 제거하기로 하고 

그를 불로 시종으로 만든 다음 ‘일 요자나 떨어진 강으로 가서 

적색대지와 청백수련을 가져와 저녁 목욕시간 전까지 가져오라.’라고 

말했다. 불가능한 일을 시켜 항명죄로 처벌하려고 했다. 

  

그는 여행객에게 자신의 밥의 일부를 나누어 주며 여행하다가 강으로 

가서 강물에 밥을 던지며 용왕에게 빠쎄나디 왕의 계략을 말하고 

적색대지와 청백수련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용왕에게 그것들을 받아 

받아 싸밧티 시로 돌아 왔으나 성벽은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적색대지와 청백수련을 성벽에 붙이고 싸밧티 시의 시민들에게 ‘나는 

왕의 지시대로 이행했으나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호소 했다.  

  

빠쎄나디 왕은 우연히 성에서 얼굴을 마주친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 

그녀를 차지할 욕심으로 그녀의 남편을 제거하고자 했다. 죄 많은 사랑 

때문에 밤새도록 왕은 잠을 못이루고 사람이 끓는 물속에서 내지르는 듯 

한 두-사-나-소라는 비명 소리를 들으며 악몽에 시달렸다.  

  

왕은 사제인 바라문에게 해몽을 부탁했다. 그 바라문은 모든 종류의 

뭇삶들, 100 마리의 코끼리, 100 마리의 말, 100 마리의 황소, 100 마리의 

암소, 100 마리의 염소, 100 마리의 당나귀, 100 마리의 산양, 100 마리의 

돼지, 100 명의 소년, 100 명의 소녀를 희생시키는 큰 제사를 통해서만 

위협적인 공포를 미연에 방지하고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나의 목숨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큰 희생제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왕은 바라문에 ‘모든 종류의 

뭇삶들을 빨리 마련하라.’라고 시켰다.  

  

바라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필요한 것 보다 많은 뭇삶들을 

동원시켰다. 500 마리의 큰 황소와 500 마리의 황소와 500 마리의 암소와 

500 마리의 산양과 500 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였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처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슬피 울며 희생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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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지를 위하여 비탄해하며 땅이 갈라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왕비 말리까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는 부처님을 찾아 갔다. 부처님께서는 빠쎄나디에게 

꿈의 참다운 뜻을 일러주었다.  

  

꿈에서의 비명은 수천 년 전에 바라나씨의 젊은 상인들이 간통한 뒤에 

지옥의 불속에 떨어졌는데, 그들 네 명의 지옥주민들의 경고였다. 

‘두’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 가진 재산을 주지 않고 가진 재산으로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고, ‘사’는 ‘육만년을 지옥에서 

삶아져 지냈으니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뜻이고, ‘나’는 ‘끝이 

없으니 언제 죄악이 끝날 것인가?’라는 뜻이다. ‘소’는 ‘내가 

여기를 나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관대하고 계행을 지키고 선행을 

하리라.’라는 뜻이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희생제를 준비하는 

것이 소용없는 짓임을 알게 된 왕은 그 준비를 거두었다. 그러자 

부처님께 ‘잠못 이루는 자에게 하룻 밤이 얼마나 긴 것인가’를 

말했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은 ‘일 요자나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토로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밤은 얼마나 긴가를 말했고 다른 

사람은 일 요자나가 얼마나 먼가를 말했다.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Dhp 60)’라고 가르쳤다. 

  

빠쎄나디왕은 부처님께 절을 하고 가서 그 뭇삶들을 기둥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도 속박을 풀어주고 머리를 감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들은 말리까 왕비의 덕행을 칭송하며,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자애로운 말리까 왕비는 

만수무강하옵서소!’라고 말했다. 

  

(Annatarapurisavatthu-어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법구경 60 번 게송 

인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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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마음이 끌린 보름달 같은 여인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쳐다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쳐다 볼 것이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여인에 대하여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꾸만 쳐다 보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발동한다. 더구나 권세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쟁취하려고 한다. 

  

고대인도에서 한나라의 왕은 어떤 위치일까? 오늘날과 달리 옛날 

전제군주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나라의 국토는 물론 

백성들도 왕의 소유나 다름 없었다. 국가가 곧 왕인 시대에 왕은 

왕권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졌다. 그런 왕에게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 

자신의 후궁으로 두고자 할 것이다. 

  

인연담에 따르면 빠세나디왕은 축제의 날에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접하게 된다. 마치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여인에 대하여 한순간 마음이 

끌린 것이다. 그래서 왕은 ‘정신을 잃고 코끼리 위에서 떨어질 뻔 

하였다’라 하였다.   

  

왕이 한눈에 반하였다면 사실상 그 여인은 왕의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도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왕은 “두-사-나-소”라는 비명 소리를 들으며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두(Du)-사(Sa)-나(Na)-소(So)’이야기 

  

“두-사-나-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생활속의 아비담마’에서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의 후회’라는 이야기를 말한다. 업보가 

무르익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이 읊은 네 가지 음절로 된 두(Du)-사(Sa)-

나(Na)-소(So)라는 유명한 게송이 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한 

젊은이들이었지만 아무런 공덕행도 짓지 않았을 뿐더러 오직 불선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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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예를 들면 도덕적 계율을 파하고 성적인 비행에 몰두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어서 로하꿈비 지옥(Lohakumbhī-niraya)에 떨어져 육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생에 나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공덕의 길을 닦지 않고 

성적인 비행에 몰두했네.” 

  

그는 자신의 악행을 크게 후회하였다. 하지만 오직“두(Du)"라는 단어만 

입 밖에 내고는 다시 무시무시한 솥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선행을 짓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고통스런 과보는 끝이 없내. 

나는 인간으로 있을 때 악업을 지었다.”하지만 그도 완전한 문장을 

말하지는 못하고 오직 “나(Na)"라고 하는 말만 입 밖에 내었다. 그는 

자신의 지은 불선업을 후회하였다. 

  

악업의 고통스런 과보는 “두(Du), 사(Sa), 나(Na). 소(So)"라고 말한 

네 명의 젊은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내생에 가서야 비로소 무르익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서도 악업을 지은 자는 자신의 악업에 대한 

생각으로 쇠해간다. 그들은 땀을 비 오듯 흘리는 정도에 이르기 까지 

몸이 타들어 가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의 후회, 생활속의 아비담마, (15) 제 2 장 - 

인색, 후회, 해태와 혼침, 회의적 의심) 

  

  

빠세나디왕이 꿈속에서 끔찍한 외침을 들은 말이 “두-사-나-소”라는 

비명 소리라 하였다. 법구경 주석에 따르면 오로지 “두, 두, 두, 

두…”라고만 외치는 자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 가진 재산을 주지 

않고 가진 재산으로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절망적 

상황에서 외치는 후회의 비명이라 하였다.  

  

오로지 “사, 사, 사, 사…”라는 말만 외치는 자는 “‘육만년을 

지옥에서 삶아져 지냈으니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치는 비명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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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 나, 나…” 라는 말만 외치는 자는 “끝이 없으니 언제 

죄악이 끝날 것인가?”라는 뜻으로 역시 절망적 상황에서 외치는 

비명이라 하였다.  

  

“소, 소, 소, 소…” 라는 말만 외치는 자는 “내가 여기를 나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관대하고 계행을 지키고 선행을 하리라.”라는 

뜻으로 절망적 상황에서 다짐의 뜻으로 외치는 비명이라 하였다.  

  

빠세나디왕은ㅇ “두, 두, 두, 두…” “사, 사, 사, 사…”“나, 나, 

나, 나…”“소, 소, 소, 소…”라는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잠을 못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밤은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빠세나디왕은 동물희생제와 인신공양을 

그만 두었다. 한 여자를 차지 하기 위하여 동물과 인간이 희생되면서 

울부짖을 때 그 처절함이 꿈속에서 “두, 두, 두, 두…” “사, 사, 사, 

사…”“나, 나, 나, 나…”“소, 소, 소, 소…”라는 끔찍한 비명으로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죄많은 사랑 때문에 

  

인연담에서는 빠세나디왕이 대규모동물희생제와 인신공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인연담의 모티브가 되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제사의 경’이 그것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 백 마리의 큰 황소와 5백 마리의 숫소와 

5 백 마리의 암소와 5백 마리의 산양과 5 백 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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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싸밧티로 들어갔다. 싸밧티에서 탁발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발우를 물리고 나서 세존께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서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  

"세존이시여,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백 

마리의 큰 황소와 5 백 마리의 숫소와 5 백 마리의 암소와 5백 마리의 

산양과 5백 마리의 양이 제사에 쓰이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Yaññasutta–제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9,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왕의 노예와 심부름꾼과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사람들도 희생시킬 계획이었다.”라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법구경 인연담에서는 ‘100 명의 소년, 100 명의 소녀를 희생시키는 큰 

제사’라고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 있다. 이렇게 대규모희생제를 

준비하는 것은 왕이 ‘죄많은 사랑 때문에’ 밤마다 꿈속에서 시달렸기 

때문이다.  

  

무익한 제사와 훌륭한 제사 

  

바라문은 큰 희생제를 통해서만 위협적인 공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당시 바라문의 타락상을 말해 준다. 살아 

있는 생명을 바쳐 큰 제사를 지내면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서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행위가 어리석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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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말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을 던져 제단을 쌓는 제사 

승리의 축배를 드는 제사, 무차(無遮)의 제사는 

많은 수고만 있을 뿐 공덕은 크지 않네. 

  

산양과 양과 소 등을 희생하는 그 곳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네. 

  

거창한 행사 없이 언제나 순조롭게 행하는 

산양과 양과 소 등을 희생하지 않는 제사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며 

현자들은 살생이 없는 제사를 행하니 그 제사는 큰 공덕을 가져온다네. 

  

훌륭한 제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없네. 

살생이 없는 제사는 위대한 것 하늘사람조차 기뻐한다네." 

  

(Yaññasutta–제사의 경, 상윳따니까야 S3.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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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죽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식과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 갈 수 없다. 이와 

관련된 게송이 있다.  

  

  

“Puttā matthi dhanam-matthi” 뿟따 맛티 다낭 맛티 

iti bālo vihaññati,    이띠 발로 위한냐띠 

Attā hi attano natthi    앗따 히 앗따노 낫티 

kuto puttā kuto dhanaṃ.   꾸또 뿟따 꾸또 다낭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랴! 

(Dhp62, 전재성님역) 

  

  

「わたしたちには子がある。わたしには財がある。」 

と思って愚かな者は�む。 

しかしすでに自己が自分のものではない。 

ましてどうして子が自分のものであろうか。 

どうして財が自分のものであろうか。 

(Dhp62, 中村元역)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Dhp62, 법정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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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子有財 유자유재  

愚唯汲汲 우유급급 

我且非我 아차비아 

何有子財. 하유자재 

(Dhp62, 한역) 

  

  

내게 아들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자들은 집착하나니 

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자기 것이랴? 

(Dhp62, 거해스님역) 

  

  

'I have sons, I have wealth' — 

the fool torments himself. 

When even he himself 

doesn't belong to himself, 

 how then sons? 

 How wealth? 

(Dhp62,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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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Bed 

  

  

게송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사구게라 한다. 

그런데 각 문구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의미를 갖는 네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게송을 이룬다. 그래서 법구경 주석서를 보면 각 문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인연담 형식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만든다.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는 자 

  

첫 번째 문구를 보면 실로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재산’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 한다’고 하였다. 자식을 위하여 살며, 노후를 대비하여 

재산을 축적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흐름임에도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나 하는 짓이라 하였다. 그래서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puttā matthi dhanam-matthi” iti bālo 

vihaññati)”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puttā matthi dhanam-matthi” iti bālo vihaññati: DhpA.II.28 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자식과 재산에 관하여 애착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한다. 그는 ‘나의 자식들이 죽었다. 나의 자식들이 죽어 가고 

있다. 나의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는 

‘나의 재산을 잃었다. 나의 재산을 잃어가고 있다. 나의 재산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밤낮으로 

뭍에서나 물에서나 길에서나 ‘나는 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걱정한다. 그는 농사나 장사 등을 하면서 ‘나는 재산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걱정한다. 

  

(법구경 706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범부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식과 재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걱정이라는 것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걱정하였고 미래에도 걱정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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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앉으나 서나 자식걱정, 재산걱정인 것이다. 이렇게 걱정으로만 

살게 되었을 때 그 삶의 질은 어떨까?  

  

삶의 노예처럼 

  

TV 프로에 극한직업이 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프로를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말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 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한다. 마치 처자식을 위하여 먹여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그렇다면 처자식이 없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어렵고 더럽고 힘든 3D 업종에서 목숨을 걸고 또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아마 “가족을 위해서” 라든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해야 삶이 유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을 하는 목적이 단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노후자금을 모아 놓기 위해서”일을 

한다고 하면 삶이 각박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마치 ‘삶의 노예’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서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라 하였다. 

  

호의호식하지만 

  

세 번째 문구는 자식이나 재산에 대하여 집착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attā hi attano natthi)”이라 하였다. 이 문구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attā hi attano natthi : DhpA.II.29 에 따르면, 걱정으로 고통스러울 

때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자기는 없다. 죽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타오르는 불꽃처럼 죽음의 고통에 삼켜져 그의 관절과 인대는 찢어지고 

그의 뼈와 해골은 깨지고 눈을 열면 이 세상이 보이고 눈을 닫으면 저 

세상이 보인다. 그러한 자기는 하루에 세 번 먹이고, 향료와 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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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하면서 평생을 부양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반자가 된 고통에 대항하여 수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구경 707 번 각주, 전재성님) 

  

  

사람들은 자기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 배가 고프면 먹고 갈증 나면 

물을 마시는 것도 어쩌면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시 세 때 자신을 위해 공양한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위한 치장도 

마다 하지 않는다. 때 되면 좋은 옷을 입고, 화장품과 향수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한다.  

  

주석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위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죽음이 닥쳤을 때, 죽음의 침대에 누워 임종순간이 다가 왔을 때 

몸이 보호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왜 그런가? 그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이다.  

  

“죽음의 침대 위에 놓였을 때” 

  

몸이 자신의 것이라면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임종순간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몸이라 볼 수 없다. 그런 몸을 위해 

평생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아 왔다.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닐 진데 자식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랴!(kuto puttā kuto dhanaṃ)”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kuto puttā kuto dhanaṃ: DhpA.II.29 에 따르면, ‘그 때가 되면 자식과 

재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뜻이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나누어주지 않고 부를 쌓아 모은 상인 아난다가 있었다. 그가 예전의 

죽음의 침대 위에 놓였을 때 죽어가는 순간에 그에게 자식과 재산이 

죽음의 고통을 가져가고 평안을 가져왔던가? 

  

(법구경 708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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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순간을 기다리는 자는 자식과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평생 자신의 

자식이라 하여 앉으나 서나 걱정하며 애지중지 하였건만 죽음의 순간에 

동행할 수 없다. 노후를 대비한다 하여 안먹고 안쓰고 평생일구어 놓은 

재산도 죽음의 침대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죽음 너머로 가져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과 재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한평생 

살아 왔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인연담 

  

법구경 60 번 게송은 자식과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자식과 재산을 자신의 분신처럼 보아서 오로지 자식과 재산을 

위하여 평생을 살지만 죽음에 이르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지고 간다면 자식과 재산을 위한 삶에서 지은 ‘행위’만을 가져 갈 

뿐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연담이 있다. 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I. 25-27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에 계실 때, 부호 아난다와 관련된 

이야기(Anandasetthivatthu)이다. 

  

싸밧티시의 부호 아난다는 80 꼬띠의 재산을 가졌으나 매우 인색했다. 

그는 보름마다 친지를 모아놓고 그의 아들 물라씨리(Mulasiri)에게 ‘이 

80 꼬띠의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단 소유한 것은 써서는 

안되고 더욱 얻도록 힘써야 한다. 동전 한 잎이라도 손에서 빠져나가면, 

차츰 틀림없이 그 재산이 소모된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물감이 어떻게 색이 바래고, 개미가 어떻게 창고를 채우고, 꿀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는 지 관찰하여, 지혜로운 자는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리.’라고 노래했다. 그 후 그는 아들에게 다섯 개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죽었다.  

  

그가 죽어서 불가촉천민 짠달라(Candala)의 집안에 태어났다. 왕은 그의 

죽음을 알고 그의 아들을 재정관에 임명했다. 한편 수천명의 짠달라들은 

몸으로 품을 팔아 살았는데, 한 짠달라 여인이 임신하고 부터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재수 없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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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두 그룹씩 나누어 조사하여 ‘이 집에 

재수없는 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녀를 추방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였으나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손발과 눈귀코가 모두 기형이고 괴물처럼 흉물스러웠다. 그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구걸하기조차 어려웠다. 그 아이가 혼자 구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혼자 구걸하여 살도록 했다.  

  

그는 집집마다 구걸하다가 마침내 전생에 자신이 살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세 번째 방까지 들어갔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네 번째 방에 

들어가자 재정관 물라씨리가 그를 보고서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인들이 달려와 그를 보고 괴물이라고 욕하면서 붙잡아 때리고 

질질 끌어 쫒아냈다. 

  

부처님께서는 장로 아난다와 함께 탁발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물라씨리를 불러 괴물 같은 아이가 ‘재정관이여. 그대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했다. 괴물 같은 아이는 부처님의 지시대로 

물라씨리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전생의 부호 아난다임을 

입증했다. 물라씨리는 부처님께 귀의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어서 시로써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랴!(Dhp62)’라고 가르쳤다. 가르침이 

끝나자 팔만 사천의 뭇삶들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Anandasetthivatthu-부호 아난다와 관련된 이야기, 법구경 62 번 게송 

인연담) 

  

  

인연담을 법면 인과의 법칙이 매우 냉혹함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낭비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허벅지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수전노의 말로는 

비참하다. 평생 인색하게 굴며 모을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구두쇠는 

그 돈을 다 써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죽어서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천대 받는 흉물스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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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관습대로 살아 간다. 그 사회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인습과 관례대로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부양하고, 노후를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모두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고 정상적이라 

여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기 선수가 되어야 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식과 재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된다. 그런 바탕에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위하여 온갖 치장을 하고 삼시 세 때 공양하는 

것이다.  

  

죽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동안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배신한다. 죽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도, 아끼던 재산도, 

호의호식 하였던 몸도 따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자식과 재산,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식과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면 근심과 걱정이 생겨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어리석은 자라 

하였을까?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자식과 재산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면 죽어서도 가져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침상에 눕는 순간 어느 것도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만일 평생 호의호식 시켜 준 이 몸이 진정으로 나의 몸이라면 

나는 죽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임종의 

순간을 기다린다면 나의 몸이라 여겼던 이 몸은 내 몸이 아님에 틀림 

없다.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하며 산다. 

자식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아무 것도 가져 갈 수 없다, 가져 가는 것이 

있다면 ‘행위’일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만을 가져 갈 뿐이다.  

  

  



`86 

 

  

2015-02-27 

진흙속의연꽃 

 

 

 

 

 

 

 

 

 

 

 

 

 

 

 

 

 

 

 

 

 

 

 

 

 

 

 

 

 

 

 

 

 



`87 

 

9.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여겼을 때 

  

  

  

네 가지 타입의 회사원이 있는데 

  

조직은 사람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리더로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장래는 달라진다. 그래서 한때 멍부, 멍게, 똑부, 똑게라는 말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다. 이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최악에서부터 최고의 타입까지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멍부’라는 말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꼭 멍청하지 않아도,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하거나 눈치가 없는 경우도 이 부류에 속한다. 

끔찍할 정도로 최악이라 볼 수 있다. 부하라면 모를까 상사로 앉아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 

  

‘멍게’라는 말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말한다. 이런 부류는 있는듯 

없는듯 맡은 일만 충실히 하는 타입이다. 상사로 앉아 있다면 

아랫사람이 편할 것이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한다. 부하가 이런 타입이라면 

상사는 무척 편하다. 그러나 상사로 앉아 있다면 불편할 것이다. 부하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게’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말한다. 부하라면 얄미운 타입이다. 

그러나 상사라면 매우 좋은 타입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스마트하게 

시킬 뿐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긋이 기다려 주기 때문이다. 

  

네 가지 타입의 사람 중에 최악은 멍부이고 최고는 똑게라 한다. 그런데 

법구경에 따르면 최악인 멍부타입이 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게 똑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법구경 63 번 게송 

  

Yo bālo maññati bālyaṃ,   요 발로 만냐띠 발량 

paṇḍito vā pi tena so,   빤띠또와삐 떼나 소 

Bālo ca paṇḍitamānī    발로 짜 빤디따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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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ve bālo ti vuccati.   사 웨 발로띠 웃짜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 

(Dhp63, 전재성님역) 

  

  

もしも愚者がみずから愚であると考えれば、 

すなわち賢者である。 

愚者でありながら、しかもみずから賢者だと思う者こそ、 

「愚者」だと言われる。 

(Dhp63, 中村元역)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Dhp63, 법정스님역) 

  

  

愚者自稱愚  우자자칭우 

常知善힐慧. 상지선힐혜 

愚人自稱智  우인자칭지 

是謂愚中甚. 시위우중심 

(Dhp63, 한역)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알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현명하거니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나니 

바로 그것이 더욱 어리석은 것이다. 

(Dhp63, 거해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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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ol with a sense of his foolishness 

is — at least to that extent — wise. 

But a fool who thinks himself wise 

really deserves to be called 

 a fool. 

(Dhp63, Thanissaro Bhikkhu 역) 

  

  

  

 
  

Balavagga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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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이라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른다. 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yo bālo maññati bālyaṃ : DhpA.II.30 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가 ‘나는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아는 것은 무지한 자가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주 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한 

것조차 알지 못한다. 

  

(법구경 710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 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보다 더 나쁜 케이스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지 알아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무지한 자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 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한 것조차 알지 못한다.”라 하였다.  

  

중층적 구조의 무지 

  

무지한 자는 왜 자신이 무지한지 조차도 모를까? 이에 대하여 무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avijjā)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다.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른 채 살아 간다. 마치 깜깜한 방에서 사는 것과 

같다. 

  

무명의 반대말이 ‘앎’이다. 마치 깜깜한 방에서 불이 켜졌을 때 

일시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런 앎에 대하여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kaṅkhā vapayanti sabbā, Vin.I.2)”라 하였다. 이는 무명이 

타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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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인식론적 무지라고도 한다. 

이런 인식론적 무지에 대하여 담마빨라는 우다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설명 하였다.  

  

  

1) 발견되어서는 안 될 신체적 악행 등이 발견되므로 무명이고, 

2) 발견되어야 할 신체적 선행 등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명이다. 

3) 사물의 전도되지 않은 본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명이고, 

4) 끊임 없는 윤회속에서 존재 등에 뛰어 들기 때문에 무명이고, 

5)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속으로 뛰어 들기 때문에 무명이고, 

6)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속으로 뛰어 들기 때문에 무명이고, 

7) 앎의 반대이기 때문에 무명이다. 

(UdA.41) 

  

  

초기경전에서는 무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 ‘분별의 경’에 따르면 무명에 대하여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S12:2)”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명이란 다름 아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성제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이는 ‘무지’한 것이다. 그런데 사성제가 있는 것 조차 

모르니 무지의 무지일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무지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이처럼 무지에 대한 무지는 무지에 대한 무지에 대한 

무지에 대한 무지이다. 이런 무지를 ‘중층무지’라 한다. 그래서 

중층적 구조의 무지에 대하여 ‘무명(無明: avijjā)’이라 한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자는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았을 때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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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ṇḍito vā pi tena so : DhpA.II.30 에 따르면, 이미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때문에 현명한 자이거나 그와 같은 

자이다. ‘나는 어리석다.’라고 아는 자는 다른 현명한 자를 찾아 가서 

그와 사귀면서 가르침을 받고 충고를 받아 현명한 자가 된다. 

  

(법구경 711 번 각주, 전재성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바른 길로 

나아 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는 채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인지 아는 자는 고쳐 나갈 수 있다.  

  

어리석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지혜을 얻었다는 말과 같다. 어리석음의 

반대어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사귀려 한다.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여겼을 때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현명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 운다.”라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bālo ca paṇḍitamānī sa ve bālo ti vuccati: DhpA.II.30 에 따르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현명하다고 여겨 ‘누가 나처럼 배웠고, 

가르침을 해설하고, 계율을 잘 알고, 두타행을 설하는가?’라 생각하며, 

다른 현명한 자에게 가지 않고, 그와 사귀지 않고,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명상수행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는 소매치기 하는 도둑처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법구경 712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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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현명한 줄 알면 큰 일이다. 어리석은 행위 인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하였다. 더구나 가르침을 공부하지도 않고 명상수행도 실천하지 

않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현명한 자를 접하지 않아 가르침을 모르게 

되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였다. 남의 것을 슬쩍 

훔치는 도둑 같은 것이다.  

  

무명이 대죄 

  

불가에서 말하기를 ‘무명이 대죄’라 한다. 이는 알면서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중하다는 것을 말한다. 알고 짓는 죄는 참회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모르고 짓는 죄는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이라는 

구절은 알고 짓는 죄는 참회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서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라 하였는데, 이는 모르고 

짓는 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도둑과 관련된 이야기(Ganthikabhedakavatthu) 

  

게송과 관련된 인연담이 있다. ‘두 도둑과 관련된 

이야기(Ganthikabhedakavatthu)’이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 DhpA.II.29-30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관계를 끊은 두 

도둑과 관련된 이야기(Ganthikabhedakavatthu)이다.  

  

두 명의 친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따 

숲으로 갔다. 한 사람은 가르침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훔칠 

기회를 노렸다. 가르침을 들은 자는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한 남자로부터 바지춤에 매인 5 마싸까(masaka)의 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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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자는 늘 그렇듯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으나 흐름에 든 

자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의 친구인 소매치기와 그의 아내가 

‘너는 너무 영리해서 집에서 요리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벌지 

못하는구나.’라고 빈정거렸다. 다른 자는 ‘이 자는 자신이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건을 친지들과 함께 제따 숲을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어서 시로써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Dhp63)’라고 가르쳤다. 

가르침이 끝나자 다른 친지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Ganthikabhedakavatthu-두 도둑과 관련된 이야기, 법구경 63 번 게송 

인연담,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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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교의 역사는 진보일까 퇴보일까? 

  

  

  

한국불교는 선종이다. 그래서일까 스님들이 산에서만 사는 것 같다.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마치 신선처럼 사는 듯이 보여 주는 

것이 한국불교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세상사람들과 소통이 없다.  

  

불자라도 불교를 접하려면 험한 산길을 힘들게 올라 가야 한다. 그나마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아프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선불교는 불교의 완결판일까? 

  

선종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한국불교는 초기불교를 계승한 것일까? 

조계종의 종지에 따르면 분명히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제 2 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함을 종지 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로 본다면 

초기불교를 계승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뒤에 붙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라는 말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기경전에 근거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초기경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경우는 드물다. 

초기불교에서 변형된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선종이 대표적이다. 

  

선종이 정착되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불교의 역사를 보면 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위 소승불교에서부터 보살사상을 표방하는 

대승불교로 변화 하여 왔다. 대승불교는 공사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유식 , 여래장 , 선불교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  

  

각묵스님은 사부니까야 봉헌법회에서 여덟 가지 불교를 말하였다. 

불교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1)초기불교, 2) 아비담마 불교 , 3) 반야중관 

불교, 4) 유식불교, 5) 대승불교, 6) 여래장불교, 7) 밀교, 8) 선불교 

이렇게 여덟 단계의 불교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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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단계에 대하여 불교의 진화라 본다면 현재의 선불교가 완결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의 진화가 아니라 불교의 변질로 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혀 다른 

종교로 본다. 

  

뭐? 석가도 알지 못했다고? 

  

불교는 왜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 되었다. 그래서 수 많은 불교가 생겨 

났다. 왜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혹시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덜 완성되어서 후대에 부처님과 

버금가는 깨달음을 얻은 자, 예를 들어 용수보살과 같은 대성인 

출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한 것일까? 

선불교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선시에서 알 수 있다. 

  

  

古佛未生前 고불미생전 

凝然一相圓 응연일상원 

釋迦猶未會 석가유미회 

迦葉豈能傳 가섭기능전 

  

옛 부처 나기 전에 

홀로밝은 동그라미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 

(선가귀감) 

  

  

선가귀감에 따르면 석가도 알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을 

‘일원상(一相圓)’으로 표현하였다. 그 일원상은 무엇일까?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단지 이해차원에서 동그라미, 즉 

일원상이라 한 것이다.  

  

일원상에 대하여 옛부처가 나기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석가도 

알지 못하던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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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은 진리는 미완성이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일까 대승불교에서는 

불교가 계속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불교는 진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초기불교가 미완성이라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완성이었을까? 대승주의자들에 따르면 

불교는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원형에서 

계속 변형이 가해졌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는 진화일까 퇴보일까?  

  

대승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대승불교는 진화의 역사라 볼 수 있다. 이는 

김성철 교수가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의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불교를 낮추어 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옛 부처 나기 

전에 홀로 밝은 동그라미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라는 선시가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선사들은 초기불교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원시불교라 하는데 이는 미완성된 것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승불교는 원형이 변형되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불교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테라와다불교에서 보는 시각이다.  

  

테라와다불교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초기가르침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러시아의 불교학자 체르바츠키는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부처님이 정등각자(正等覺者)인 이유 

  

초기불교는 미완성된 것일까? 마하야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완전한 것일까? 그러나 테라와다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완전한 것으로 본다.  

  

만약 부처님이 덜 깨달은 상태에서 진리를 선포하였다면 부처님이 

전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일어나야 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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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초기와 열반에 이를 때 깨달음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도중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아래에서 최초로 깨달은 진리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면 이전에 

깨달은 것은 불완전한 깨달음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이나 열반에 든 순간이나 똑 같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성제의 진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초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는 초전법륜경에서 

가르침과 열반에 들 때 말씀하신 마하빠리닙바나경에서의 가르침이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어서 위없는 

깨달음이라 하고 또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여 

‘무상정등정각’이라 한다. 이렇게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한 자를 

‘정등각자(sammā-sambuddha, 正等覺者)’라 하는데 부처님의 십호 중의 

하나로서 오로지 부처님에게만 붙여 주는 칭호이다. 

  

  

 
  

Bodhgya-atu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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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십이행상 (三轉十二行相, 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ṃ) 

  

정등각자로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만일 부처님이 생각하기를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 불리우는 

초전법륜경에 그대로 기록 되어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S56.11)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무려 세 번이나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마하시 사야도는 자신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서 

“부처님께서는 정등각자가 되셨음을 선포하시길 얼마동안이나 

유보하셨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진리를 아는 지혜인 삿짜 냐나, 

해야 할 일을 아는 지혜인 끼짜 냐나, 이루었음을 아는 지혜인 까따 

냐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성제에 관한 지혜가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다면 부처님은 그러한 선언을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였다.  

  

부처님은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라 하였다. 여기서 ‘세 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에 대하여 한자어로 ‘삼전십이행상’이라 한다. 삼전은 사성제를 

세 번 굴린 것을 말하고, 십이행상은 고집멸도가 세 번 굴려진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무려 세번이나 굴렸다. 만일 처음에 

굴려서 선포하였다면 이는 불완전한 진리가 된다. 오염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서 사성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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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렸을 때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있게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S56.11)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이다. 사성제의 진리를 세 번 

굴려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 ‘아라한 선언’을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것 이상 깨달음은 없는 것이다. 

  

이것 이상 깨달음은 없다 

  

 사성제의 진리를 열 두 가지 형태로 세번 굴려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과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즉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였을 때 깨달음은 완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완성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는 자신의 법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명료해지기 전에 부처님께서 정등각을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셨다면 이들 천인, 마라, 범천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 

문의, 쟁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대답과 답변을 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들과 밀접한 교류가 없는 이러한 천인, 마라, 범천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구상의 인간세계에는 바라문과 사문으로 알려진 고행자와 

유행자(流行者)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왕들과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탐문 조사하여 준비한 질문과 

문의에 답변을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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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푸루나 

까사빠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 

사문과 재가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증해보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정등각의 지혜를 증득하기 전에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면 역시 비슷한 곤경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제 8장)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사성제의 진리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은 진리는 부처님이 열반할 때 까지 설한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도중에 나이가 듦에 따라 사성제 이외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S56.11)”라고 당당히 선언한 것이다. 

이것 이상의 깨달음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였다. 마하야나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마하야나주의자들이 초기불교에 대하여 미완성된 것이라 

간주하였다. 그 결과 중관이나, 유식이니, 여래장이이 하는 불교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불교는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일까 

어느 불교학자는 21 세기에 적합한 대승경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근거가 되는 경을 발견하고 

  

초기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는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처음 깨달은 진리나 열반에 

이르러 설한 진리는 내용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전법을 함에 따라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을 발견하였다. 

이띠붓따까(여시어경)에 실려 있는 가장 마지막 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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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ñ-ca bhikkhave rattiṃ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jjhati, yañ-ca rattiṃ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āyati, yaṃ etasmiṃ antare bhāsati lapati niddisati, 

sabbaṃ taṃ tatheva hoti no aññathā tasmā Tathāgato ti vuccati.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밤부터, 잔여 없는 열반에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든 밤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대화하고 말하고 설한 모든 것이 이와 같고, 

다른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여래라 한다. 

  

(Lokāvabodhasutta-세계에 대한 이해의 경, 이띠붓따까 112, It121,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최초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한 이래 완전한 열반에 

들기 까지 설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최초로 깨달음을 증득한 후 젊었을 때 설한 것이 다르고 노년이 되어 

설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털끝만큼도 잘못도 없다 

  

만약 노년이 되어 젊었을 때 한 설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최초의 

깨달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하야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불교는 계속 진화한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하였던지 부처님은 처음 깨달었 던 것과 열반에 이르렀을 때 말씀 

하신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tA.II.190 에 따르면, 그 사이에 가르친 일체의 경과 게송 등의 아홉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부처님의 말씀은 의미상으로 형식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고,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이 없으며 일체의 형태를 갖추고, 

탐욕의 광기, 성냄의 광기, 어리석음의 광기를 쳐부수고, 털끝만큼도 

잘못도 없이, 설해진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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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띠붓따까 1568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서 아홉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 것은 구분교라 하여 경, 

응송, 수기, 게송, 감흥어, 여시어, 전생담, 미증유법을 말한다. 이런 

구분교의 가르침이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또 털끝만큼도 잘못도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마하야나 주의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완전한 것이라 하며 

미완성된 것이라 하여 불교는 계속 진화하여 왔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석가도 몰랐던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불교는 퇴보의 역사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불교의 진수를 맛본다. 비록 교학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설하였다. 그런 진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었다.  

  

진리는 도중에 변질 되었다. 더욱더 변질되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찾아 볼 수 없는 불교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변질의 

역사이다. 마하야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온 것이 

아니다. 반대로 퇴보에 퇴보를 거듭해 온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불교의 퇴보의 역사이다.  

  

어느 것이든지 원본 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은 것 이상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 

없는 깨달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그 

순간부터 퇴보의 역사라 볼 수 있다. 불자들이 왜 원음을 찾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디.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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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세계를 곧바로 알고 

일체의 세계에서 여실히 알아 

일체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체의 세계에 의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자로서 일체에서 승리하고 

일체의 계박을 풀고 

그는 최상의 적멸, 

두려움 없는 열반을 얻는다. 

  

번뇌가 부서지고 고뇌가 없고 

의혹을 끊은 그 깨달은 님은 

일체의 업의 소멸에 이르러 

의착이 완전히 파괴되어 해탈했다. 

  

그 분이 세존이신 깨달은 님, 

바로 위없는 사자. 

천상과 더불어 세계를 위해 

하느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처럼 신들과 인간이 

깨달은 님에게 피난처를 찾고 

위대한 두려움 없는 자에게 

무리지어 귀의한다. 

  

길들여진 자로서 길들여진 자 가운데 최상자 

고요한 자로서 고요한 자 가운데 선인. 

해탈한 자로서 해탈한 자 가운데 위없는 자 

건넌 자로서 건넌 자 가운데 최승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대한 

두려움 없는 님에게 귀의하니, 

천상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와 비교될 만한 자는 없다. (It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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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학과 수행 양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세간에서 하는 말 중에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 주어도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알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래서일까 

노자 도덕경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에게 도(道)를 이야기 해 주면 대부분 

크게 웃어버린다고 하였다. 

  

국과 국자와 관련된 게송 

  

법구경에 국과 국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국자는 국을 푸는 

도구이지만 국맛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Yāvajīvam-pi ce bālo    야와지왐삐 쩨 발로 

paṇḍitaṃ payirupāsati   빤디땅 빠이루빠사띠 

Na so dhammaṃ vijānāti,   나 소 담망 위자나띠 

dabbī sūparasaṃ yathā.   답비 수빠라상 야타. 

  

Muhuttam-api ce viññu   무훗따마삐 쩨 윈뉴 

paṇḍitaṃ payirupāsati   빤디땅 빠이루빠사띠 

Khippaṃ dhammaṃ vijānāti,   킵방 담망 위자나띠 

 jivhā sūparasaṃ yathā.   지으하 수빠라상 야타.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명한 님을 섬겨도 

국자가 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양식있는 자는 잠깐만 

현명한 이를 섬겨도 

혀가 국 맛을 알 듯,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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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64-65, 전재성님역) 

  

  

愚かな者は 

生涯賢者に仕えても、 

�理を知ることが無い。 

匙が汁の味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 

 

 

�明な人は瞬時（またたき）のあいだ 

賢者に仕えても、 

ただちに�理を知る。 

＿＿＿舌が汁の味をただちに知るように。 

 

 

(Dhp64-65, 中村元역)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Dhp64-65, 법정스님역) 

  

  

過罪未熟  과죄미숙 

愚以恬淡.  우이염담 

至其熟時  지기숙시 

愚人盡形壽  우인진형수 

承事明知人  승사명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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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不知眞法  역부지진법 

如杓斟酌食.  여표짐작식 

  

智者須臾間  지자수유간 

承事賢聖人  승사현성인 

一一知眞法  일일지진법 

如舌了衆味  여설료중미 

  

(Dhp64-65, 한역) 

  

  

어리석은 자는 

설사 지혜로운 사람과 한평생 살아도 

담마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총명한 사람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과의 생활이 짧을지라도 

담마를 금방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 맛을 알듯이. 

  

(Dhp64-65, 거해스님역) 

  

  

Even if for a lifetime 

the fool stays with the wise, 

he knows nothing of the Dhamma — 

 as the ladle, 

 the taste of the soup. 

  

Even if for a moment, 

the perceptive person stays with the wise, 

he immediately knows the Dhamma — 

 as the tongue, 

 the taste of the soup. 

  

(Dhp64-65,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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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는데 

  

64 번 게송에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 말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abbī sūparasaṃ yathā : DhpA,II,31 에 따르면, 국자는 다양하게 

요리된 음식이 마지막으로 부패하는 순간까지도 요리된 것의 맛을 이와 

같이 ‘이것은 짜다. 이것은 짜지 않다. 이것은 쓰다. 이것은 쓰지 

않다. 이것은 아리다. 이것은 아리지 않다. 이것은 맵다. 이것은 맵지 

않다. 이것은 시다. 이것은 시지 않다. 이것은 떫다. 이것은 떫지 

않다.’라고 구분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는 현자와 

평생을 같이 지내도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한다. 

  

(법구경 714 번 각주, 전재성님)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국자의 비유를 들었다. 이때 

여러 맛이 나온다. 짠맛, 쓴맛, 아린맛, 매운맛, 신맛, 떫은맛 이렇게 

여섯 가지 맛이다. 이런 맛을 국자가 알리 없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모른다 

  

국자는 국을 푸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다. 그러나 국자는 짠맛 등 

갖가지 맛을 식별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국자가 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hpA.II.31 에 따르면, 정말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자를 찾아가 그와 

평생을 지내더라도 가르침의 실천(paṭipatti)과 가르침의 

꿰뚫음(paṭivedha)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하고, 교법(pariyatti)은 이러하고, 이것이 올바른 

행위이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이고, 이것이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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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실천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성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지 못한다. 

  

(법구경 715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가르침의 실천(paṭipatti), 가르침의 꿰뚫음(paṭivedha), 
교법(pariyatti)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 하고 있다. 이것이 불교공부를 

하는 목적일 것이다. 마치 새가 양날개로 날듯이 교학과 수행을 하여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빠띠빳띠, 빠띠웨다, 빠리얏띠 

  

빠띠빳띠, 빠띠웨다, 빠리얏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PCED194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1) paṭipatti 
: practice, or 'pursuance' of the teaching, as distinguished from 

the mere theoretical knowledge of its wording (pariyatti , q.v.).。 

  

2) paṭivedha 
: 'penetration', signifies the realization of the truth of the 

Dhamma, as distinguished from the mere acquisition of its wording 

(pariyatti ), or the practice (paṭipatti) of it, in other words, 
realization as distinguished from theory and practice. Cf. 

  

3) pariyatti 

: 'learning the doctrine', the 'wording of the doctrine'. In the 

'progress of the disciple' (q.v.), 3 stages may be distinguished: 

theory, practice, realization, i.e. (1) learning the wording of the 

doctrine (pariyatti ), (2) practising it (paṭipatti), (3) 
penetrating it (paṭivedha) and realising its goal. (App.).。 

  

  

paṭipatti 는 수행(practice)이라 하고, paṭivedha 는 

통찰(penetration), pariyatti 는 교학(learning the doctrin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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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학만 해서도 안되고, 수행만 해서도 안되고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야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교학과 수행은 양날개와 같다. 양날개가 갖추어져야 

비상할 수 있듯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진리를 맛 볼 수 없음을 

말한다.  

  

오래 전부터 블로그를 보았다는 M 스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주로 경전에 근거한 글쓰기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수행을 해 

보아야 진리의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교학에 근거하지 않은 수행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견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엉뚱한 방향에서 헤맬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한국불교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에 어느 스님을 만났다. 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M스님이다. M 스님이 말하기를 수행도 좋지만 

교학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M 스님은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스님에 따르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이후로 삶은 험난하였는데 

그럴 때 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라 생각하며 삶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스님을 만나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출가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때가 고등학교 

3 학년 때라 한다. 이후 전국의 선방에서 정진하며  지금까지 수행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수행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스님은 한때 봉은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M 스님은 블로그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 고뇌의 강을 

건너’라는 블로그 명을 말씀 하신다. 이는 현재의 블로그 명칭 이전의 

이름이다. 참고로 블로그 이름은 세 번 바뀌었다. 블로그를 오래 전부터 

방문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승의 바다’ ‘이 고뇌의 강을 건너’ 

‘진흙속의연꽃’ 순으로 변경 되어 왔다. 그런데 M 스님에 따르면 ‘이 

고뇌의 강을 건너’라는 이름의 블로그이었을 때부터 보아 왔다고 하니 

오륙년 전부터 보아 왔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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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스님은 올려진 글을 죽 보아 왔고 최근에도 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유명인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놀랐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학자 등도 블로그를 접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본다. 그런데 스님은 

올려진 글에 공감하였다. 특히 경전을 근거로 한 글쓰기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본다. 또 

글쓴 이가 어떤 분인지 매우 궁금해 하였다고 한다. 

  

생각지도 않게 M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최근 불교 NGO 단체에 

가입하였는데 이 단체를 주도 하고 있는 H 박사의 권유로 현재 두산위브 

빌딩에 머물고 있는 M스님을 함께 찾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M 스님은 현재 종회의원이기도 하고 바른 불교모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은 자신의 자서전이라 볼 수 있는 ‘스님의 사춘기’를 

사인하여 선물로 주었다. 

  

  

  

 
  

  

  

  

  



`113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특유의 성질이 있다. 그러나 M 스님은 매우 

겸손하였다. 스님들이 일반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님들 마다 ‘스님상’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대게 

일반인들에게는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이는 ‘스님들은 

일반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깔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일종의 스님상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M스님에게서 스님상은 찾아 

볼 수 없다. 친근한 동네 아저씨 또는 큰 형님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비록 미천한 자라 하여도 고귀한 자 못지 않게 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살이 쪄서 탐욕스럽게 보이는 권승들과는 달리 

꼿꼿하고 청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M 스님은 한국의 수행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학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봉은사 주지로 있을 

때 나타났다고 하였다. 법문을 해야 하나 교학적 지식이 없어 

대략난감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법문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생활법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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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스님은 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함을 말하였다.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수행위주의 한국불교이어서 교학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 ‘마하쭌다의 경(A6.46)’에서 

  

수행이 더 중요할까 교학이 더 중요할까? 주요한 논쟁거리이다. 수행의 

맛을 본 사람들은 교학보다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학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수행도 좋지만 교학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마하쭌다의 경(A6.46)’에 실려 있는 교학승과 

선정승의 논쟁이 그것이다.  

  

선정승을 비난 하는 교학승 

  

선정승은 선정의 즐거움을 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반면 

교학승들은전승된 가르침을 외고 독송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교학승들에게 있어서 선정승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정승은 교학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험담을 한다. .  

  

  

벗들이여, 세상에 가르침을 중시하는 수행승들은 선정을 닦는 

수행승들을 이와 같이 ‘이들은 ‘우리는 선정에 든다. 우리는 선정에 

든다.’라고 선정에 들고 명상에 든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선정에 든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선정에 든단 말인가?’라고 헐뜯습니다.  

  

(마하쭌다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46, 전재성님역) 

  

  

선정승의 불만에 대한 것이다. 교학승에 대한 비판이다. 교학승들은 

선정의 경지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학승들은 “도대체 무슨 선정에 든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선정에 든단 말인가”라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교학승을 비난하는 선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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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승들은 확실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말이나 글로서 전승되어 온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로서 가르침을 표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체험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선정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학승들은 말로만 수행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학승은 선정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험담을 한다. 

  

  

벗들이여, 선정에 드는 수행승들은 가르침을 중시하는 수행승들을 이와 

같이 ‘이들은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가르침을 중시한다. 우리는 

가르침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들뜨고 오만하고 동요하고 

수다스럽고 쓸데없이 지껄이고 새김을 잃고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되고 감관은 거칠다.’라고 헐뜯습니다.  

  

(마하쭌다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46, 전재성님역) 

  

  

교학승의 불만에 대한 것이다. 선정승들은 교학승들에 대하여 말만 

앞서는 수다쟁이 정도 취급하는 것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이 사로 

잡혀 본질을 놓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선정승은 말 많은 교학승들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게 본다. 경에 따르면 “들뜨고 오만하고 

동요하고 수다스럽고 쓸데없이 지껄이고 새김을 잃고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되고 감관은 거칠다”라고 비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데 

  

선정승과 교학승은 서로 헐뜯고 비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수행승들이 지향하는 공통적인 목표는 같다. 그것은 ‘행복’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학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헐뜯고 다투는 

모습은 볼썽 사나울 것임에 틀림 없다. 이에 마하쭌다는 양시론적 

입장에서 두 부류의 수행승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벗들이여, 이와 같이 ‘가르침을 중시하면서 선정에 드는 

수행승을 칭찬하리라.’라고 배워야 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벗들이여, 세상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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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의 세계를 몸으로 접촉하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벗들이여, 이와 같이 ‘선정에 들면서 가르침을 중시하는 

수행승을 칭찬하리라.’라고 배워야 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벗들이여, 세상에 이러한 

심오한 의취를 지혜로 꿰뚫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하쭌다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46, 전재성님역) 

  

  

두 종류의 수행승에 대하여 각각 장점을 칭찬해야 함을 말한다. 

선정위주의 수행이든 교학위주의 수행이든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르는 점을 지적하기 보다 각각의 경지를 인정해 주어 

서로 배우자는 것이다.  

  

교학승이 선정승승에게 배워야 할 것은 ‘불사의 세계를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열반의 경지이다. 실제로 수행을 

하여 체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선정승이 교학승에게 배워야 

할 것은 ‘심오한 의취를 지혜로 꿰뚫음’이다. 이는 다름아닌 통찰지를 

말한다. 교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통찰지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경에 따르면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려면 선정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선정승이 수행승 보다 더 수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점만을 

말한다면 비난이 되지만 장점을 말한다면 칭찬이 된다. 서로 장점을 

칭찬함으로서 서로 배우자는 것이 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잘못된 비유 

  

국자는 국의 맛을 모른다고 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 게송을 이용하여 

교학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하여 국자가 국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부처님가르침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앙굿따라니까야 마하쭌다의 경에서 “선정에 들면서 가르침을 중시하는 

수행승을 칭찬하리라.’라고 배워야 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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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벗들이여, 세상에 이러한 

심오한 의취를 지혜로 꿰뚫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A4.46)”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교학수행만 하는 

것에 대하여 국자가 국의 맛을 모르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비유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통찰지는 반드시 선정수행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학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선정수행(paṭipatti) 과 교학수행(pariyatti)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은 자가 되려면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선만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일까? 

교학만 한다고 깨닫게 될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숫따니빠따에 따르면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교학과 수행이 받침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 ‘셀라의 경(Sn3.7)’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bhāvetabbañca bhāvitaṃ;     

Pahātabbaṃ pahīnaṃ me,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stn558) 

  

  

여기서 ‘알아야 할 것(pariññeyyā)’은 일반적으로 ‘교학’을 말하고, 

‘닦아야 할 것(bhāvetabbā)’은 ‘수행’을 말한다. ‘버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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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pahātabbā)’은 오염원을 버린다는 뜻이다. 오염원 소멸 되었을 때 

청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학과 수행으로 통찰지를 증득하였을 때 

‘깨달은 자(buddha)’가 된다고 하였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알아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함께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실현해야 할 것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두루 알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곧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 

있는데, 이것들은 두루 알아야 할 것이다. 

  

2)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버려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무명과 존재의 갈애가 있는데,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3)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닦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멈춤과 관찰이 있는데, 이것들은 닦아야 할 것이다. 

  

4)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명지와 해탈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현해야 할 것이다. 

  

(Mahāsaḷāyatanika suttaṃ-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오온’이라 하였다. 버려야 할 

것은 ‘무명과 갈애’라 하였다. 또 닦아야 할 것에 대하여 ‘멈춤과 

관찰’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실현해야 할 것은 ‘명지와 

해탈’이라 하였다. 

  

혀가 국 맛을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자가 옆에 있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현명한 자와 평생을 살아도 가르침을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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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자가 국의 맛을 모른다는 국자의 비유로 

설명된다. 그러나 양식이 있는 자는 금방 알아 챈다. 현명한 자의 

행동거지를 보고 잠시만 보아도 섬기는 것이다. 마치 혀가 국 맛을 아는 

것과 같다. 

  

국맛은 혀로 맛보아야 한다. 혀끝으로 대자마자 짠맛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자는 현명한 사람과 잠시만 사귀어도 진리를 알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그로부터 교법을 배우고 질문하고 이해한다. 

그로부터 명상주제와 실천수행, 그리고 출세간적 가르침도 곧바로 

이해한다.(717 번 각주)”라 하였다. 이는 혀끝으로 국 맛을 곧바로 아는 

것과 같다. 

  

교학과 수행 양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경전을 근거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글을 

생산한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한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는 자들도 있다. 

그것은 백날 교학만 공부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국자의 비유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교학으로도 통찰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학은 한계가 있다. 불사의 경지, 즉 

열반을 증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학과 수행을 

병행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교학과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셀라의 경(Sn3.7)’에서도 

말씀 하셨다. 또 수행은 멈춤(지)과 통찰(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법구경에서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그에게 열반이 

현전한다.(DHP372)”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궁극적 목적에 가장 빨리 도달 하기 위해서는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다. 마치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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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난 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악행의 과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악행을 하면 악과보를 받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구경 66 번 게송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이다.  

  

  

Caranti bālā dummedhā  짜란띠 발라 둠메다 

amitteneva attanā   아밋떼네와 앗따나 

karonta pāpakaṃ kammaṃ  까론따 빠빠깡 깜망 

yaṃ hoti kātukapphalaṃ  양 호띠 까뚜깝팔랑 

(Dhp66)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Dhp66, 전재성님역) 

  

  

あさはかな愚人どもは、 

自己に�して仇敵（かたき）に�するようにふるまう。 

�い行いをして、 

苦い果�（このみ）をむすぶ。 

(Dhp66, 中村元역)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런 결과를  

불러들일 몹쓸 행동을 하면서. 

(Dhp66, 법정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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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人施行  우인시행 

爲身招患.  위신초환 

快心作惡  쾌심작악 

自致重殃.  자치중앙 

(Dhp66, 한역) 

  

  

자기야말로 자기의 원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함부로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르나니 

마침내 가혹한 벌을 받는다. 

(Dhp66, 거해스님역) 

  

  

Fools, their wisdom weak, 

are their own enemies 

as they go through life, 

doing evil 

that bears 

 bitter fruit. 

(Dhp66,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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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자 

  

자신을 적으로 삼는 자가 있다. 대단히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을 친구로 

삼아야 하나 자신을 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Caranti bālā dummedhā amitteneva attanā : DhpA.II.36 에 따르면, 

여기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무엇이 이 세상을 위해 유익하고 

무엇이 저 세상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이다. 그는 네 가지 

행동양식 – 걷기, 서 있기, 앉기, 눕기의 행주좌와 – 에 관련하여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행한다. 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법구경 719 번 각주, 전재성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자신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앉으나 서나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은 자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는 악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악행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자신을 해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악행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죽어서는 악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 받는다. 

  

‘사랑스런 이의 경(S3.4)’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자이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이다. 먼저 자신을 

적으로 적으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사랑스런 이의 

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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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나디]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신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정신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Piyasutta- 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 전재성님역) 

  

  

자기자신을 적(원수)으로 여기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마치 적에게 대하듯 할 것이다. 적에게 어떤 

악행도 서슴없이 하듯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구에서 “만약 그들이 자기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다. (S3.4)”라고 

하였다. 

  

자기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어떤 사람이든 신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Piyasutta- 사랑스런 이의 경, 상윳따니까야 S3.4,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빠세나디왕의 자문자답에 추인하며 한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착한 행위를 하는 자라는 말이다. 설령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을 사랑스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자를 말한다. 

  

쑵빠붓따와 관련된 이야기(Suppabuddhakutthivat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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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적으로 삼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적으로 삼는것이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든지 악행을 서슴없이 

한다. 그러나 쓰디 쓴 과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게송과 관련된 

인연담이 있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 DhpA.II.33-37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나병환자 

쑵빠붓따와 관련된 이야기(Suppabuddhakutthivatthu)이다. 

  

어느 날 나병환자 쑵빠붓다(Suppabuddha)는 대중의 끝에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부처님께 

알리고자 대중을 제치고 다가갈 수가 없었다. 대중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처님께 다가갔다. 그 순간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 ‘쑵빠붓다여, 그대는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그대가 부처님을 부정하고, 가르침을 부정하고, 

참모임을 부정하면 무한한 재산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병환자 쑵빠붓다는 ‘그대가 나를 그대는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했지만 나는 행복을 성취하였고 막대한 재산, 믿음의 재산, 계행의 

재산, 부끄러움을 아는 재산, 창피함을 아는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의 일곱 가지 재산을 얻었다. 이러한 재산을 얻는 

사람은 여자이건 남자이건 가난하지 않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제석천은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했고 

부처님께서는 쑵빠붓다에게 백천의 재산을 주어도 불법승 삼보를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쑵빠붓다도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성취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제따 숲을 나와 길을 가다가 어린 암소에 치어 죽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처님께서는 그에 얽힌 전생의 인연담을 

수행승들에게 했다.  

  

그녀는 아차녀였는데 백번을 암소로 윤회하면서 네 젊은이 즉, 훌륭한 

가문의 아들인 뿍꾸싸띠(Pukkhusati)[MN.140], 나무껍질을 벗기는 자인 

바히야(Bahiya), 강도무법자인 땀바티까(Tambathika), 문둥이인 

쑵빠붓다를 죽였다. 이들 세 청년들은 모두 전생에 부유한 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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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었는데, 한 아름다운 유녀와 놀다가 저녁에 그녀에게 준 막대한 

화대를 다시 빼앗고는 그 유녀를 죽였다.  

  

그 유녀는 죽을 때에 야차녀로 태어나 그들에게 복수를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는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쑵빠붓다가 나병환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연각불인 따가라씨킨(Tagarasikhin)에게 침을 뱉어 모욕을 

주어 오랜 세월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나병환자로 태어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뭇삶들은 그들이 저지른 낱낱의 죄의 혹독한 과보를 거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Dhp66) 

  

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Dhp66 인연담, 나병환자 쑵빠붓따와 관련된 

이야기(Suppabuddhakutthivatthu),전재성님) 

  

  

인간사회를 수호하는 두 가지 법, 부끄러움과 창피함 

  

인연담에 따르면 제석천이 쑵빠붓따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온다. 

쑵빠붓따가 부처님을 배신하면 막대한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쑵빠붓따는 이미 막대한 재산을 성취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재산이다. 

  

  

1) 믿음의 재산,  

2) 계행의 재산,  

3) 부끄러움을 아는 재산,  

4) 창피함을 아는 재산,  

5) 배움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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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시의 재산,  

7) 지혜의 재산 

  

  

일곱 가지 재산 중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 왜 막대한 재산일까? 그것은 인간사회를 수호하는 두 가지의 

법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이란 내면적인 것이고, 창피함이란 외면적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이는 내면적으로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하였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자신만은 속일 수 없다. 완전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밤에 잠못이루고 괴로워 하는 것도 내면의 부끄러워 함이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 세상에는 양심이 실종된 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래몰래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자는 양심의 거울이 마비 되어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한다.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다. 이는 외면적인 것이다. 다름 아닌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남보기 창피해서”라든가 “너는 수치심도 

없냐?”라는 말을 한다. 이는 외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창피함이다. 그럼에도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 졌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해 놓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주위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다면 약육강식의 

동물사회나 다름 없다.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stn133)”라 하였다. 

  

상윳따니까야 ‘가난한 사람의 경(S11.14)’ 

  

나병환자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야에 ‘가난한 사람의 경(S11.14)’이 

있다. 부처님이 수행승들에게 “오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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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가하에 가난하고 빈곤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경이 시작된다.  

  

주석에 따르면 “이 하늘사람은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베나레스의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때 나이든 연각불에게 악의를 

갖고 욕설을 퍼부어 사후에 지옥에 태어났다. 지옥에서 대가를 치른 뒤 

라자가하의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문둥병에 걸려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 진리의 흐름에 

든 님(預流者)이 되었다. 그리고 돌아다니던 소에 받혀서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에 

태어났다.(Srp.I.349-350)”라고 설명되어 있다.  

  

주석을 보면 법구경 인연담과 유사하다. 경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는 

예류자가 된후에 죽어서 서른 셋 신들의 하늘나라(삼십삼천)에 

태어났다. 이에 제석천은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었다. 

  

  

[제석천] 

“여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잘 정립되고 

고귀한 님들이 사랑하고 찬탄하는 

훌륭한 계행을 잘 지키고. 

  

참모임에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통찰이 올바른 자는 

가난하다고 불리지 않으니 

그의 삶은 헛되지 않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믿음과 계행의 청정,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통찰에 전념해야 하리.”(S11.14) 

  

  

나병환자의 고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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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둥병에 걸리면 얼마나 괴로울까?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나병환자의 

고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세존] 

“마간디야여, 예를 들어 한 나병환자가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에 먹혀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외과의사를 초빙해서, 그 외과의사가 그를 치료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그를 치료해서 나병에서 해방되면, 병이 없고 

안락하게 자유자재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나병환자가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에 먹혀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마간디야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그 나병환자가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우는 것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미간디야]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병이 

들었을 때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을 때에는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미간디야의 경, 맛지마니까야 M75, 전재성님역) 

  

  

나병환자는 썩어 들어가는 부위에 대하여 불에 지지면 오히려 시원함을 

느낀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이 치유되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숫구덩이에 몸을 

태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함일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임을 말한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 썩어 들어 가는 몸을 숯불덩이에 지질 때의 쾌감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감각적 쾌감을 즐기는 자들은 문둥병 환자와 다름 

없음을 말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병이 치료 된 것과 같다. 

나병이 치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태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행복을 능가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간디야여, 참으로 그 감각적 쾌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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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면, 천상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므로 그 보다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M75)”라 

하셨다. 

  

가난 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 

  

나병환자 쑵빠붓다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갔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이 세상 어떤 행복한 자 보다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것은 이대로만 죽 가면 일곱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쑵빠붓다는 일곱가지 막대한 재산을 성취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믿음의 재산, 계행의 재산, 부끄러움을 아는 재산, 창피함을 아는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을 말한다. 이런 재산을 가진 

자는 “여자이건 남자이건 가난하지 않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였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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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종순간에 일어나는 후회 

  

  

  

매일매일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책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성을 내게 된다. 이와 같은 후회는 성냄을 뿌리로 한다. 

  

후회가 후회로 그치지 않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게 되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후회는 불선한 마음의 

작용이지만,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선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후회가 후회로 끝나 마음이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불행한 것이다. 

더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눈물을 흘릴 정도로 후회 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 된 것이다. 법구경 67 번과 68 번 게송은 후회와 

관련된 게송이다. 

  

  

Na taṃ kammaṃ kataṃ sādhu  나 땅 깜망 까당 사두 

yaṃ katvā anutappati   양 까뜨와 아누땁빠띠 

yassa assumukho rodaṃ  얏사 앗수무코 로당 

vipākaṃ paṭisevati.   위빠깡 빠띠세와띠. 

  

Tañ ca kammaṃ kataṃ sādhu  딴짜 깜망 까당 사두 

yaṃ katvā nānutappati  야 까뜨와 나누땁빠띠 

yassa patīto sumano   얏사 빠띠또 수마노 

vipākaṃ paṭisevati.   위바깡 빠띠세와띠. 

  

(Dhp67-68, 빠알리어)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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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Dhp67-68, 전재성님역) 

  

  

もしも或る行�をした後に、それを後悔して、 

顔に�を流して泣きながら、 

その報いを受けるならば、 

その行�をしたことは善くない。 

 

もしも或る行�をしたのちに、それを後悔しないで、 

嬉しく喜んで、 

その報いを受けるならば、 

その行�をしたことは善い。 

 

 

(Dhp67-68, 中村元역)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Dhp67-68, 법정스님역) 

  

  

行爲不善 행위불선 

退見悔린 퇴견회린 

致涕流面 치체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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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由熟習 보유숙습 

  

行爲德善 행위덕선 

進覩歡喜 진도환희 

應來受福 응래수복 

喜笑悅習 희소열습 

  

(Dhp67-68, 한역) 

  

  

어떤 행동의 결과가 

눈물이요 후회였다면 

그 행동은 결코 

훌륭했다 할 수 없다. 

  

그 행동의 결과가 

기쁨이요 행복이어서 

한 점 후회도 없었나니 

수마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도다. 

  

(Dhp67-68, 거해스님역) 

  

  

It's not good, 

the doing of the deed 

that, once it's done, 

you regret, 

whose result you reap crying, 

your face in tears. 

  

It's good, 

the doing of the deed 

that, once it's done, 

you don't regret, 

whose result you reap gratified, 

 happy at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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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67-68, Thanissaro Bhikkhu) 

  

  

   

  

Meditation landscape 

  

  

  

행한 뒤에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현세에서 

회상하는 순간에 후회스럽고 비탄스로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 비참한 

운명의 상태의 태어남을 가져오므로,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 행위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칭찬할만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DhpA.II.40)”라 하였다. 그래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눈물은 주로 슬플 때 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린다. 바라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경우 눈물이 긍정적 의미가 있다. 게송에서 보여지는 눈물의 

의미는 후회와 회환의 눈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게 뉘우치고 참회하는 눈물이다.  

  

눈물을 흘릴 때 

  

초기경전에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대표적으로 ‘눈물의 

경(S15.3)’을 들 수 있다.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그 눈물의 양에 

대하여 사대양에 있는 물과 비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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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과정에서 수 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또 

아버지, 형제, 자매, 자식의 죽음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이때 흘린 

눈물의 양은 사대양의 물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에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잘못된 만남, 원치 않는 만남으로 인하여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눈물의 양 또한 사대양의 물 보다 더 많을 것이다. 

  

눈물은 무기도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기 위하여 

눈물을 흘림으로서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여자는 울음으로 남자를 묶는다.(A8.17)”라 하였다. 눈물은 여자의 

무기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볼테르는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라 하였다. 그런 

여자의 눈물에 남자는 구속된다.  

  

여자의 눈물만이 남자를 구속하는 것만은 아니다. 경에 따르면 “남자는 

울음으로 여자를 묶는다.(A8.18)”라 하여 남자의 눈물 역시 여자를 

구속한다. 이렇게 본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들어 주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슬픔의 눈물인가 기쁨의 눈물인가 

  

눈물에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회의 눈물도 있고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다. 그런데 눈물과 관련하여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Katamo ca bhikkhave paṭisotagāmī puggal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kāme na paṭisevati, pāpañca kammaṃ na karoti, sahāpi 

dukkhena sahāpi domanassena assumukho'pi rudamāno paripuṇṇa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 carati. Ayaṃ vuccati bhikkhave 

paṭisotagāmī puggalo.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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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Anusotasutta-흐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5,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라는 표현이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두 번역서에는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일까 기쁨의 눈물일까? 

  

청정한 삶을 사는 수행자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살아 간다. 

세상에서 범부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 갈 때 수행자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살아 간다.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자라 

하였다.  

  

흐름을 거슬러 사는 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악업도 짓지 않는다. 그런 수행자에 대하여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라 하였다. 대체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에 따르면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이라 하였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런 것이긴 하지만 이는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눈물의 의미는 기쁨이 된다. 결정적으로 “고통에도 

불구하고”라 하였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 냈을 때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 이는 빠알리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구절과 관련하여 빠알리 원문에는 “domanassena assumukho'pi 

rudamāno paripuṇṇaṃ”라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paripuṇṇa’이다. 이는 ‘paripūrati’의 과거분사 형태로서 ‘become 

full or perfect.’의 뜻이다.  

  

PTS 사전에 따르면 ‘paripuṇṇa’는 ‘(quite) full, fulfilled, 

complete, finished, satisfied’뜻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완성되다 만족되다’의 뜻이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등의 

극복이 고통스런 것이긴 하지만 청정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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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과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고통을 겪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 완전하고 지극히 깨끗한 청정범행을 닦는”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Even with pain and dejection, weeping with 

a tearful face, he lives the complete”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기쁨의 눈물이라 볼 수 있다. 

  

수행자가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슬픔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을 하여 

성취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리는 눈물은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라 하였고, 초불연 대림스님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weeping with a tearful face”라 하였다.  

  

빠일리원문은 “assumukho'pi rudamāno paripuṇṇaṃ”라 되어 있다. 

여기서 ‘assumukho’는 ‘얼굴의 눈물’이라 번역할 수 있고, 

‘rudamāno’는 ‘crying’의 뜻으로 ‘울고’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paripuṇṇa’는 ‘fulfilled, complete, finished, satisfied’의 

뜻으로 ‘완성’이나 ‘만족’의 뜻이 된다. 따라서 “assumukho'pi 

rudamāno paripuṇṇaṃ”의 뜻은 수행의 성취에 따른 만족의 눈물 또는 

기쁨의 눈물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수행자의 눈물은 만족에 따른 기쁨의 눈물이 된다.  

  

수마노(Sumano)에 대하여 

  

행한 뒤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행함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신들과 인간의 번영과 열반의 성취를 

가져오는 행위는 행한 뒤에도 후회가 없다.(DhpA.II.47)”라 하였다. 

이런 성취는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 좋다(yassa patīto 

sumano vipākaṃ paṭisevati)”는 어떤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그에게는 현세에서의 삶의 회상의 순간에 초래되는 기쁨의 감동으로 

환희하고 만족의 감동으로 행복한 체험뿐만 아니라 미래에서의 삶에서도 

기쁨과 만족(patīsomanassa)이 생겨난다. (DhpA.II.47)”라 하였다. 

  

주석에서 ‘patīsomanassa’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쁨과 

만족’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키워드는 ‘소마낫사(somanass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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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joy; delight; happiness’뜻으로 ‘정신적 즐거움’을 뜻한다. 

후회 없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신적 즐거움이 뒤따름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도마낫사(domanassa)’이다. 이는  영어로 

‘displeasure; melancholy; grief’의 뜻으로 ‘정신적 고통’을 

뜻한다. 후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신적 고통이 뒤따름을 말한다. 

  

게송에서 소마낫사와 유사한 말이 ‘sumano’이다. 이는 ‘satisfied, 

happy’의 뜻이다. 그럼에도 거해스님역을 보면 sumano 에 대하여 사람 

이름으로 하여 “수마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도다”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은 번역으로 보인다. 어느 번역에서도 sumano 에 대하여 

사람이름으로 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여기서 sumano 는 사람이름이라기 

보다 ‘만족한 상태’를 뜻한다. 정신적 즐거움을 뜻하는 

소마낫사(somanassa)와 유사한 단어이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후회는? 

  

행한 뒤에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불행한 과보를 초래한다. 반면 행한 뒤에 만족스럽고 

유쾌하다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행복한 과보를 가져 

온다.  

  

후회는 불선한 마음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다. 불선한 행위를 했거나 선한행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워할 때 

일어나는 마음으로서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다.  

  

후회를 할 때는 마음이 과거에 가 있다. 현재를 알아차리는 대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을 범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럴까? 그 때 당시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회는 질투와 인색과 함께 성냄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다. 후회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불만족스런 마음의 뿌리가 내재 되어 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 불편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후회는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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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무위와 무위로 이끄는 길에 관해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든 제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비로운 스승이 

자비심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대들에게 

행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이 나무 밑이다. 이것들이 텅 빈 집이다.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신체에 대한 새김의 경, 상윳따니까야 S43.1, 전재성님역) 

  

  

경에서 부처님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mā pacchā 

vippaṭisārino ahuvattha)”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미 설명하였음에도 방일 하여 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왜 후회할 것이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젊음과 건강의 시기에 번영을 구가할 때에 스승이 앞에 있을 때에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밤낮으로 빈대의 밥이 되어 보다 

나은 즐거움을 누리며 방일하게 지내면, 그들은 나중에 늙을 때에, 병들 

때에, 죽을 때에, 불행의 시간에, 스승이 열반에 들 때에, 그 예전에 

방일하게 지낸 것을 기억하고 결생(結生)의 시간에 그 이행을 보고 

후회하게 된다.(Srp.III.111)”라고 설명 되어 있다. 

  

가장 큰 후회는 임종의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매우 후회스런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방일하게 지낸 것을 기억하고 결생(結生)의 시간에 그 

이행을 보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모든 

후회보다도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 일어나는 후회야말로 가장 큰 

후회라 볼 수 있다. 

  

  

  

2015-04-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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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앙굴리말라와 효력을 상실한 업 

  

  

  

악행을 하고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착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다. 그러나 속단하기 이르다. 아직까지  행위에 대한 과보가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지금 여기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자일지라도 조건이 성숙이 성숙되면 반드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Madhuvā maññati bālo,  마두와 만냐띠 발로 

yāva pāpaṃ na paccati;  야와 빠빵 나 빳짜띠 

Yadā ca paccati pāpaṃ,  야다 짜 빳짜띠 빠빵 

atha dukkhaṃ nigacchati.   아타 둑캉 니갓차띠 

(Dhp69)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Dhp69, 전재성님역) 

  

  

愚かな者は、�いことを行っても、 

その報いの現れないあいだは、 

それを密のように思いなす。 

しかし、その罪の報いの現れたときには、苦�を受ける。 

(Dhp69, 中村元역)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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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69, 법정스님역) 

  

  

過罪未熟 과죄미숙 

愚以怡淡 우이이담 

至其熟時 지기숙시 

自受大罪 자수대죄 

(Dhp69, 한역)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마침내 결과를 이끌어 올 때 

그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는다. 

(Dhp69, 거해스님역) 

  

  

As long as evil has yet to ripen, 

the fool mistakes it for honey. 

But when that evil ripens, 

the fool falls into 

                pain. 

(Dhp69, Thanissaro Bhikkhu) 

  

  

악행을 하고서도 잘 사는 사람들 

  

악행을 예사로 저지른 자들이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라는 구절로 설명 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행위가 꿀이나 

단물처럼, 탐나고 매혹적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여긴다. 악한 행위가 

현세에서나, 미래에서나 그 결과를 낳지 않는 한,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DhpA.II.50)”라 설명되어 있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라 한다. 만일 행위에 대한 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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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금하는 그 어떤 것도 

서슴없이 할 것이다. 대게 단멸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다.  

  

초기경전에서는 단멸론적 견해를 금하는 문구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M41)”라는 정형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전도된 견해’라 하였다.  

  

전도된 견해를 가졌을 때 그 과보는 어떤 것일까? 부처님은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뭇 

삶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M41)”라 하였다. 잘못된 견해로 막행막식 하며 

살았을 때 악처에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단멸론과 같이 전도된 견해가 있다면 당연히 바른 견해도 있다.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늘 강조되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 등 열 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십선행)를 하라는 것이다.  

  

완전범죄를 하여도 

  

법구경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서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라 하였다. 여기서 ‘경험한다(nigacchati)’는 

것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악행이 여물어 어리석은 자는 현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내세에 지옥등에서 고통을 

겪는다.(DhpA.II.50)”라 하였다. 현세와 내생에서 모두 과보를 받는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완전범죄를 하여도 자신만은 속일 수 없다. 

범죄행위로 꿀맛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양심만은 속일 수 

없다. 그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현세에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현세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과보는 내생으로 연결된다. 악처에 

태어난다면 현세에서 보다 더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행을 하면 현세에서도 고통받고 내세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두 

세계에서 고통받는다’고 하였다. 

  

업의 법칙(Kammani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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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심으면 그 종자에 따라 고유한 열매가 열린다.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행위이든 불선한 행위이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업의 법칙(Kammaniyama)’라 한다. 행위의 결과로 나타는 것에 대하여 

깜마위빠까(Kammavipaka)라 한다. 이를 업이숙(業異熟)이라 한다. 

여기서 위빠까라는 말은 ‘result; fruition; consequence of one's 

actions’의 의미이다.  

  

깜마위빠까에 대하여 ‘업이숙’이라 하였다. 그런데 한자어 

‘이숙(異熟)’이라는 말은 ‘달리 익는다’는 뜻이다. 나쁜 행위를 

하였을 때 즉각적인 과보를 가져 오기도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과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업이 열매를 맺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났을 때 과보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시차를 두고 과보로 나타났을 때 아비담마에 따르면 네 가지로 

설명된다.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업, 효력을 상실한 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금생에 받는 업(diṭṭhadhammavedanīya kamma) 
  

 ‘금생에 받는 업’이라는 말은 ‘diṭṭhadhammavedanīya kamma’의 

번역어이다. 여기서 diṭṭhadhamma 는 ‘diṭṭha+dhamma’로 설명된다. 

빠알리어 ‘diṭṭha’는 과거분사형으로 ‘보여진’의 뜻이고, 

‘dhamma’는 ‘현상’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diṭṭhadhamma 는 

‘보여진 현상’이라 번역된다. 한자어로는 ‘현법(現法)’이라 한다. 

영어로는 ‘here and now’로 설명된다. 우리말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다.  

  

‘diṭṭhadhammavedanīya kamma’에 대하여 ‘금생에 받는 업’이라 

하였다. 여기서 금생이라 한 것은 ‘diṭṭhadhamma’에 대한 번역이다.  

이는 ‘지금 여기’라는 말 보다 범위를 더 넓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금생이라 한 것은 다음 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금생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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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과보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diṭṭhadhammavedanīya’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보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일생에서 언젠가 한번쯤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면 ‘금생에 받는 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생에 받는 업(upapajjavedanīya kamma) 

  

선한행위이든 악한행위이든 사는 동안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완전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중에 꼬리를 잡혀 처벌 받게 되었을 때 현생에서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생에서 받지 않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다음 생에 받는 업(upapajjavedanīya kamma)’라 

한다.  

  

누군가 살인을 하여 완전범죄를 저질렀다. 발각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지라도자신만큼은 속일 수 없다. 그럴 경우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임종 

순간에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끔찍한 표상이 떠 올랐을 때, 그 

표상에 대한 재생연결식으로 악처로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럴 

경우 ‘다음 생에 받는 업(upapajja-vedanīya kamma)’이 될 것이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업(aparāpariyavedanīya kamma)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업(aparāpariya-vedanīya kamma)이 있다.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이라 설명할 수 있다. 금생과 다음 생을 용케 비켜 

갔지만 세 번째 생부터 조건을 만나면 성숙되어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업은 윤회가 계속 되는 한 결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업으로서 업의 과보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다. 

  

효력을 상실한 업(ahosikamma) 

  

마지막으로 ‘효력을 상실한 업(ahosikamma)’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아비담마에 따르면 “업이 있었지만 그 과보를 가져올 기간을 넘겨버린 

업”이라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은 업에 대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다. 왜 그럴까? 행위를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는 ‘업의 법칙(Kamma-niyama)’을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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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효력을 상실한 업은 누구에게 해당될까? 이에 대하여 

아비담마에서는 “아라한의 경우에 마지막 임종시에 과거에서 지은 모든 

업은 이 효력이 없는 업이 되어 버린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라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죄를 저지른 자는 구원 될 수 없을까? 

  

행위를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과보도 있고, 현생에서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나타나는 과보가 

있다. 지금 악행을 하여 과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발현되고, 

또 그 다음 생에서 발현 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죄를 저지른 자는 구원 될 수 없을까? 

  

어느 종교이든지 구원이 있다. 불교 역시 구원이 없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까지 선행보다 악행이 많아서 내생에 악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일지라도 구원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것이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자라도 성자의 흐름에 들어 아라한이 되면 

이전에 지은 악행은 모두 소멸된다. 그렇다고 하여 살아 있을 때 과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현생이나 이전 생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조건이 

형성되어 업이 성숙되었을 때 아라한이라도 과보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앙굴리말라경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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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imala 

  

  

앙굴리말라는 연쇄살인자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성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에 대하여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싸왓띠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라.(M86)”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거듭 태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말한다.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앙굴리말라는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연쇄살인범이라는 얼굴 

그대로이지만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앙굴리말라는 

죽었다. 마치 출가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가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앙굴리말라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모습은 옛날과 다름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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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경에서는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라 하였다. 이때  

‘고귀한 태어남’은 ‘ariyāya jāti’를 뜻한다. ‘성스런 

태어남’이란 뜻이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성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교단에 들어와 성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ariyāya jātiyā jāto)”라고 

말하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 

  

앙굴리말라는 다시 태어나 새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살인업을 면할 수는 

없었다. 앙굴리말라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번뇌 다한 

아라한으로 거듭 났음에도 현생에서 살인업에 대한 과보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M86)”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앙굴리말라가 아라한이 되어 다음생과 다음 생에 

이어지는 어떤 생에서 체험되는 과보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현세에서 

체험될 수 있는 과보는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 

따르면 “거룩한 님의 경지를 얻기 이전에 행한 행위의 현재적인 과보를 

감지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불교적 구원이란? 

  

앙굴리말라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오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비담마에 따르면 

‘효력을 상실한 업(ahosikamma)’에 해당된다.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설령 과거 전생에 살인업을 지었을지라도 더 이상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업은 모두 효력이 상실되어 버린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의 구원은 가르침을 실천하여 성자의 흐름에 들어 아라한이 되는 길 

밖에 없다.  

  

흉적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이는 앙굴리말라가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M86)”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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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인의 일생 

  

  

  

어느 여인 이 있다. 아들만 셋을 둔 행복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 

  

여인의 삶은 기구하였다. 아들 셋을 낳고 잘 살았으나 남편이 젊어서 

죽었다. 재산도 학력도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었다. 청소하는 일로 아들 셋을 어렵게 길렀다. 

  

세 아들은 잘 자랐다.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모두 착하게 성장했다. 

여인에게 두 번째 불행이 닥쳤다. 둘째 아들이 이십대 후반에 간으로 

인하여 죽었다. 남편과 병력이 같은 것이다. 

  

여인은 첫째와 셋째 아들을 결혼시켰다. 두 아들은 가난하였지만 근본이 

착한성품이라 서로 우애하고 효도하며 살았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달랐다.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구박하였다. 

  

여인은 청소하며 돈을 모았다. 평생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돈은 여인에게 지금 없다. 첫째 아들 사업자금으로 주었다. 첫째 아들의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빚만 잔뜩 진 상태가 되었다. 여인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인에게 세 번째 불행이 닥쳤다. 셋째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간 때문이다. 셋째는 죽기 일년 전에 이혼했다. 장례식장에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상주로 있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여인은 울고 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다. 

몸은 볼품없이 쪼그라들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여인은 남편을 젊었을 때 일찍 보내고 거의 이십여 년 간격으로 둘째와 

셋째 아들을 보냈다. 첫째 아들이 있지만 며느리의 구박에 힘들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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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에게 희망이 없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둘 자신 곁을 떠났다. 그러나 늘그막에 일시적 행복은 있었다. 

이혼한 셋째 아들과 몇 달 함께 산 것이 가장 행복했다. 그런 아들도 

떠나고 여인은 이제 혼자 남겨졌다. 

  

여인에게 삶은 힘겨운 것이었다. 평생 착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늘 

가난하고 불행했다. 여인은 이야기 할 때 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 

그 눈물은 억울하고 분한 눈물이 아니다. 그냥 흘러 내리는 눈물이다. 

여인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 

  

  

 
  

Tear drop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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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자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자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딸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친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친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재산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재산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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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질병의 비참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질병의 비참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Assusuttaṃ-눈물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Duggataṃ-불행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1, 전재성님역) 

  

  

2015-05-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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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음이 오염되면 삶이 오염되고  

  

  

 
  

  

치매에 걸리면 

  

요즘 노인들은 오래 산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높아 짐에 따라 거의 

구십세 까지 산다. 그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각종 질병이 나타난다. 

특히 치매가 치명적이다. 주변에 치매환자가 많다. 옛날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비슷한 말도 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노망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치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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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리면 참으로 비참하다.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상실되기 

시작하여 차츰 망각의 범위를 넓혀 간다. 대체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기억은 나지만 가까운 기억일수록 사라져간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의 

얼굴도 못 알아 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가까운 기억부터 상실된다. 입력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학습효과가 없다. 있는 기억마저 사라져 간다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 간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치매와 같은 질병이 닥치기 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공덕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하여 이 상태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일까 시각, 청각 등 오감으로 마음껏 감각적 욕망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즐기며 살 줄만 알았지 나중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기대수명대로 산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 어디에서 예고 없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는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stn576)”라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살아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수명대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지 내생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내생이라 한 것은 한국적 죽음관과는 맞지 않는다. 

한국불교에서는 죽고 나면 49 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가 49 일 후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불교에 

따르면 ‘무간(無間)’이다. 죽자 마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지 내생이 시작될지’라는 

말은 초기불교에 근거한 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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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사는 것처럼 

  

죽음은 예고 없이 닥친다. 종종 뉴스에 보도 되는 수 많은 사건과 

사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일어난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일은커녕 앞으로 한시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하루 밤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A6:19)”라 하였다.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아 가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만 살더라도”라 

하였다.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떤 운명에 떨어질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의 의식이 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속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S35.235)”라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오로지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만 몰두 하는 삶을 산 

자가 있는데 그 순간에 죽었다면 축생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다면 어떤 

운명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감각적 대상에 몰두 하였을 

때를 말한다. 

  

세상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자극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욕망을 자극한다. 이와 같은 오욕락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일반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깨어 있는 삶이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하였을 때 오로지 감각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왔다면 어떻게 될까? 오로지 눈으로, 귀 등으로 즐기는 삶만 

지금까지 살아 왔다면 어떻게 될까? 공덕행보다 악행이 더 많은 채 

죽음을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선처에 나기는 힘들 것이다. 유혹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죽는다면 축생 아니면 지옥이라 하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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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 인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걸인(乞人)과 걸사(乞士)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Sn3.1)’에 따르면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Stn423)”라 하였고, 

이어서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살피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Stn424)”라 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았다’라는 말이다. 눈과 귀 등 

오감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재난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와 같다.  

  

부처님은 온갖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출가 하였다. 

그리고 걸식에의존 하였다. 수행자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 걸식하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걸인과는 어떻게 다를까? 

  

밥을 빌어먹는 것으로 본다면 걸인과 걸사(걸식수행자)와의 차이는 

없다. 걸인은생계형으로서 아무 곳이나 들어 가서 구걸한다. 그러나 

걸사(빅쿠)는 이와 다르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그들은 조용히 

자선을 바라며 문 바깥에 서 있다. 그들은 보시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 간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다. 그는 생계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다. 

다만 자신이 준수하는 계율안에서 살아간다. 그는 자발적 빈곤과 금욕적 

생활을 한다. 만일 그가 성스런 삶을 살 자신이 없다면, 그는 언제든지 

가사를 버릴 수 있다. (bhikkhu , PCED194)”라 하였다. 이렇게 걸인과 

걸사는 다르다.  

  

왜 청정한 삶(brahmacariya)인가? 

  

걸인과 걸사의 차이점은 계행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걸사라도 같은 

걸사라 볼 수 없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 많은 출가수행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 수행자도 있었고, 

허무주의적 견해를 갖는 육사외도도 있었다. 이들은 걸식에 의존하는 

걸식수행자들이었다. 이 중에 바라문수행자가 있었다.  



`158 

 

  

상윳따니까야에 따르면 어느 바라문걸식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그 

바라문은 “존자 고따마여, 저도 걸식자이고 그대도 걸식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걸식에 의존하였다. 그런 걸식수행자 중에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 출신의 걸식수행자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였다. 

  

  

 [세존]  

“다른 사람에게 걸식을 한다고  

그 때문에 걸식자가 아니니 

악취가 나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걸식 수행자가 아니네.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청정하게 삶을 살며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자가  

그야말로 걸식 수행승이네.” (S7:20) 

  

  

바라문출신 수행자도 걸식에 의존하고 부처님도 걸식에 의존하였다. 

얻어 먹는 것은 같지만 같은 걸식수행자가 아니라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식수행자, 즉 빅쿠는 ‘청정한 삶(brahmacariya)’을 

살기 위하여 걸식한다고 하였다. 청정한 삶을 살아야만 오염원이 

소멸되어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걸사라 하여 

모두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청정한 삶을 살 수 없어서 결코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  

  

세상사람들의 삶의 방식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사성제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삶이 요청된다. 그런데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출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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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으로 산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사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법의 장군 사리뿟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뿟따] 

“벗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세속적인 일에서 호감을 찾고, 세속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고, 세속적인 일에서 즐거움에 몰두하고, 잡담에서 

호감을 찾고, 잡담에서 기쁨을 찾고, 잡담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잠에서 

호감을 찾고, 잠에서 기쁨을 찾고, 잠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모임에서 

호감을 찾고, 모임에서 기쁨을 찾고, 모임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교제에서 호감을 찾고, 교제에서 기쁨을 찾고, 교제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희론에서 호감을 찾고, 희론에서 기쁨을 찾고, 희론의 

즐거움에 몰두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이 살면 임종에 이를 

때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A6:15) 

  

  

이것이 세상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다. 

즐거움에 몰두하는 삶이다. 다름 아닌 오욕락을 충족하는 삶이다. 

그래서일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힐링센터의 주인장은 ‘잘먹고 수다떠는 

것이 행복이고 힐링’이라 하였다. 하지만 가르침에 따르면 먹고 떠들고 

즐거움에 몰두한다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하였다. 특히 임종에 이르러 

후회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임종에 이를 때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라 한 것이다. 

  

먹고 마시고 떠들며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 

삶만을 평생 살았을 때 임종순간을 맞는 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금 

이순간에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젊은 시절에, 그 힘이 있던 시절에 

‘좀 더 공부해 놓을 걸’ ‘좀 더 공덕 쌓아 놓을 걸’ ‘좀 더 청정한 

삶을 살 걸’ 라며 후회할지 모른다.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수행자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아야 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윤회에서(samsare) 두려움을(bhayam) 보기(ikkhati) 때문에 

비구(bhikkhu)라 한다.”라 하였다. 윤회의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빅쿠라는 것이다. 윤회의 종식을 위하여 빅쿠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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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회전되어 업으로서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bhavañca 

vibhavesinaṃ, M49)”라 하였다. 그런데 존재는 행위(kamma: 업)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는 

존재의 두려움을 보고, 존재의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위의 두려움이라 

볼 수 있다.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는 아무리 작은 행위에서라도 두려움을 본다. 

그래서 계행을 지킨다. 이는 초기경에서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 (A4.22)”라는 정형구로 표현된다. 이렇게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고,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가 빅쿠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출가한 자만을 빅쿠라 볼 수 

없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알고, 존재에서 두려움을 알고, 사소한 

행위에서 두려움을 아는 자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빅쿠라 볼 수 있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감각적 유혹에 사로 잡혀 그 순간에 죽음을 맞는 다면 악처에 

떨어지지만 늘 깨어 있다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단하루를 살아도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기 위하여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A6:20)”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옷이 불붙고, 머리가 불붙었는데, 그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하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그 수행승은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기 위하여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A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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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머리에 불이 난 듯이 정진 하라고 하였다. 지금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감각적 쾌락을 즐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음에도 일반사람들은 눈이나 귀 등으로 감각적 유혹에 

빠져 헤어 나올 줄 모른다. 왜 그럴까?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랜 세월동안 이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왔다.(S22.100)”라 하였다. 이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였다.  

  

마음이 오염되면 삶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삶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지배 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반면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마음이 오염되므로 

뭇삶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까닭으로 뭇삶이 

청정해진다.(Cittasaṃkilesā bhikkhave, sattā saṃkilissanti. 

Cittavodānā sattā visujjhanti, S22.100)” 라 하였다. 마음이 오염된 

삶은 세간적 삶이고, 마음이 청정한 삶은 출세간적 삶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청정한 

삶을 살려면 걸식에 의존하여 걸사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 이는 대부분 오염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욕망을 극대화 하는 삶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TV 에서는 늘 먹거리 방송이 끊이지 않고 성적욕망을 자극하는 

드라마, 영화, 광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늘 감각적 유혹에 노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다시 태어나는 

요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오염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업으로서 존재의 탄생을 유발하고 만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윤회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은 물질을 반복해서 생겨나게 하고, 느낌을 

반복해서 생겨나게 하고, 지각을 반복해서 생겨나게 하고, 형성을 

반복해서 생겨나게 하고, 의식을 반복해서 생겨나게 한다. 

(S22.100)”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온의 존재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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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을 말한다. 존재의 두려움을 몰랐을 때 윤회의 삶을 살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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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금 여기서 과보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행위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매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인 

업을 짓지만 모두 즉각적인 과보를 받지 않는다. 화투나 카드놀이처럼 

몇 초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행위는 한참 후에 과보로서 나타난다. 이번 

생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행위에 대한 과보는 소멸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다. 

  

‘숙성(熟成)’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식품 속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따위가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부패하지 

않고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한 맛과 향기를 생성하는 일’ 또는 ‘충분히 

발효되다’의 의미이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간과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숙성되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과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과보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악행을 일삼는다면 매우 어리석은 자이다. 또 지금 여기에서 과보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공덕 쌓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  

  

  

Na hi pāpaṃ kataṃ kammaṃ  나 히 빠빵 까땅 깜망 

sajju khīraṃva muccati  삿주 키랑와 뭇짜띠 ḍahantaṃ bālamanveti   다한땅 발라만웨띠 

bhasmacchannova pāvako  바사맛찬노와 빠와꼬. 

  

(Dhp71) 

  

  

새로 짠 유유가 굳지 않듯, 

악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재속에 숨어 있는 불처럼, 

작열하며 어리석은 자를 쫒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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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71, 전재성님역) 

  

  

�事をしても、その業は、 

しぼり立ての牛乳のように、すぐに固まることはない。 

（徐�に固まって熟する）その業は、灰に覆われた火のように、 

（徐�に）燃えて�ましながら、愚者につきまとう。 

(Dhp71, 中村元)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Dhp71, 법정스님역) 

  

  

惡不卽時 악불즉시 

如穀牛乳 여곡우유 

罪在陰伺 죄재음사 

如灰覆火 여회복화 

(Dhp71, 한역)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방 짜낸 우유가 즉시 엉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온다. 

마치 잿속에 묻혀 있었던 숯불처럼. 

(Dhp71, 거해스님역) 

  

  

An evil deed, when done, 

doesn't — like ready milk — 

come out right away. 

It follows the fool, 

    smoldering 

like a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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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in ashes. 

(Dhp71, Thanissaro Bhikkhu) 

  

  

  

  

 
  

  

악한 행위도 행해지자마자 여물지는 않는다 

  

새로 짠 우유는 굳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악행에 비유하였다. 악행을 

하였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sajju khīraṃva muccati: DhpA.II.67 에 따르면, 소의 젖통에서 바로 

짜낸 따뜻한 우유는 당분간 굳어버리지는 않고, 변화하지 않고 그 

자연적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착유한 후에 받아진 우유그릇에 

버터밀크와 같은 시큼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고, 응유그릇처럼 시큼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연적 본성을 잃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도 행해지자마자 여물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도 

악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의해 생겨난 존재의 

다발[五蘊: pancakhandha]들이 지속하는 한, 악한 행위를 한자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는 악한 행위의 업이 비참한 

운명에서 생겨나는 상속적 존재의 다발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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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번 각주, 전재성님) 

  

  

요지는 ‘악한 행위도 행해지자마자 여물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술을 마시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취기가 올라 온다. 만일 술을 마셨는데 

일년 후에 취기가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 술 마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모든 도박이나 중독성 있는 물질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악한 행위이든 선한행위이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과보는 무르익지 않은 것이다. 이를 경에서는 

우유로 비유하였다.  

  

우유의 경우 방금 짠 것은 액체 상태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굳는다. 액체의 우유과 숙성과정을 거쳐 버터로 변한 것이다. 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숙성기간이 있어야만 버터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있다. 사기를 쳤다든지 몰래 남의 돈을 

빼돌렸을 경우 지금 당장 문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과보를 받게 된다. 그 과보를 받기 전까지는 

잘 살 있을지 몰라도 악행의 과보가 받게 되면 거기까지이다. .  

  

원인(hetu)과 조건(paccaya)과 결과(phala)로 

  

악한 일을 하고서도 지금 잘 사는 자가 있다. 반면 착한게 살지만 

못사는 자가 있다. 이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라 말하며 심지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면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된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특징은 원인(hetu)과 조건(paccaya)과 결과(phala)로 

이루어진다. 이를 ‘인(因)-연(緣)-과(果)’라 한다. 이전의 것(因)을 

조건(緣)으로 다음의 것(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법적으로 

본다면 악행에 대한 과보는 조건이 성숙되면 피해 갈 수 없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잘사는 것은 아직 악행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기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전에 선업을 지은 과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선행을 한 공덕으로 그 과보를 누리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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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의해 생겨난 오온이 지속하는 한, 악한 

행위를 한자를 보호할 것’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공덕이 다 하면 

악행에 대한 비참한 상속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악업이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법구경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을 보면 ‘재속에 숨어 있는 불처럼, 

작열하며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ḍahantaṃ bālamanveti bhasmacchannova pāvako: DhpA.II.67 에 따르면, 

재속에 숨겨진 불꽃 없는 불을 밟아도 즉시 꺼지지는 않는다. 재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재를 뜨겁게 하고 계속 불타며 

살갗을 태우고 마침내 머리까지 태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업은, 

어리석은 자가 행한 바대로, 그 어리석은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가 지옥 등에 태어날 때, 그 악업이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734 번 각주, 전재성님) 

  

  

숨겨진 불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한 곳에 

있는 단 한톨의 불씨가 있다면 집 전체를 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 이 

불씨를 악업으로 비유하였다. 악업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조건을 만나면 과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태어남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업으로서 태어남, 즉 업유(業有)를 말한다. 

그런데 이 태어남은 지옥이나 축생등의 악처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업은 재속의 불씨처럼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키고 말 

것이라 하였다.  

  

똑똑 떨어지는 물이 물동이에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몰래 행한 악행 역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 악행을 하였을 때 카드놀이처럼 즉각 승부를 알 수 있다면 

함부로 악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악행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똥구덩이에 똥이 쌓이듯이 악행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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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으로 가득 하게 되었을 때 똥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악행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착하고 건전한 행위 역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누군가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여 공덕을 쌓았을 때 경마하는 것처럼 승부가 곧바로 난 다면 

누구나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짠 우유에서 

버터가 되려면 숙성기간이 필요하듯이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여 공덕을 잘 쌓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덕을 계속 쌓는다면 똑똑 떨어지는 물이 물동이에 

가득 차는 것처럼 커다란 공덕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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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깨어 있음에 전념한다는 것은? 

  

  

  

 
  

  

  

  

유튜브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세상은 이제 현실세계와 다름 없다. 

더구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하여 손안에 늘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는 모호하다.  

  

현대인들은 수시로 네트워크에 접속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또한 올려진 자료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오래 전에 올려진 

것이라도 누구나 검색창에 키워드만 집어 넣으면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종종 건질만한 자료를 발견한다. 요즘 유튜브는 

인공지능기능이 있어서일까 선호하는 주제를 자동으로 선별해 준다. 

종교와 관련된 검색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미리 소개해 

주는 식이다. 그런 자료 중에 도올 김용옥님의 강연이 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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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특강-종교란 무엇인가’이다. 김용옥님이 원광대에서 강연한 것을 

올려 놓은 것이다. 

  

도올 김용옥님에 대한 세간의 평은 극과 극이다. 아주 좋아하는 광팬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룹도 있다. 그러나 강연을 듣다 

보면 새겨 들을 만한 사항도 매우 많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다. 

특히 종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초월적 체험에 

대한 것이다. 

  

절대적 타자(Absolute Otherness) 체험 

  

김용옥님은 강연에서 루돌프 오토의 자료를 인용하여 초월적 경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종교적 체험은 자연적 인과로 설명되지 않고 

초자연적(Super Natural) 인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월적 체험이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월적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초월적 

타자’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범부의 마음 

상태와 다른 어떤 초월적 경험을 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성스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대각(大覺)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라 하는데 일상적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라 한다. 

  

종교적 체험은 일상적 언어로는 기술할 수 없는 것이다. 루돌프 오토는 

‘절대적 타자(Absolute Otherness)’라 하여 어떤 무엇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겸손해 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쁨이나 환희, 평화가 엄습해 오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 온다는 것이다. 사전에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한다. 저항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확신에 

찬 절대적인 것이라 한다. 그런 깨달음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는 명료한 것이라 하였다.  

  

루돌프 오토의 절대적 타자에 대한 체험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절대적 타자에 대하여 궁극적 실재나 존재의 

근원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절대적 타자의 체험과 비종교적 

체험과는 무엇이 다를까? 사실 김용옥님의 강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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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인들의 신비한 체험 

  

비종교인들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를 마약의 비유를 들고 

있다. 마약 중독자가 약물투여로 인하여 일반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 체험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마약을 먹고 일어나는 절정의 체험(Peak 

Experence)의 체험은 일시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절정의 체험, 신비한 체험은 출산시에 할 때나 성교할 때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런 신비한 체험, 절정의 체험이 인격을 변화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먹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여 인격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다시 

형편 없는 마약중독자의 모습으로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나면 불쾌감을 경험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한모금 빨 때 

행복해 하지만 담배를 끊었을 때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감각적 쾌락에 

따른 행복은 일시적 즐거운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되지 않아 

괴롭고 불쾌를 경험한다. 그래서 인격적 변화도 삶의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행복은 다르다. 

인격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의미체계는 무엇인가? 

  

종교적 대각이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체계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 

의미 체계가 총체적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더구나 개인적인 차원의 

신비한 체험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용옥님의 강연 핵심은 

이렇다. 

  

  

종교적 대각은 개인적 차원의 신비한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게는 동네사람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각성과 

의미체계로 나타난다.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보편적인 인류공동체에 

영향을 주는데 까지 가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대각은 우리 전체의 

삶을 변화 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도올특강-종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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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오토가 비록 절대적 타자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더구나 주변 뿐만 아니라 너른 지역의 

사람들의 변화를 끌어 내었을 때 하나의 종교가 탄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각이라는 신비한 체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 버리면 독각승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먹을 때는 종교적 유사체험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깨어 나서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 갈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홀로 

깨우쳐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독각승은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산속에서 홀로 사는 수행승 역시 세상에 변화를 주기 힘들다. 깨어 있는 

자가 세상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  

  

깨어 있는 자가 출현하면 

  

불교에 대하여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 불교인들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수행자들이 평생 산에서 사는지 모른다. 깨달았으면 깨달음을 회향해야 

하나 계속 산에 머무른다면 독각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우희종 교수가 ‘깨달음’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깨달음과 깨어있음은 다른 말이다. 깨달음에 대하여 한자어로 오(悟)로 

보고, 깨어 있음에 대하여 한자어로 각(覺)으로 본다. 이런 구분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괴로움’에 

있다. 괴로움을 자각하여 사성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각(覺, Bodhi)으로 

보고, 괴로움과 관련 없이 합일의 경지에 이른 것을 오(悟)로 볼 수 

있다.  

  

선사들의 오도송이 있다. 깨달은 순간을 노래 한 것이다. 그런 오도송은 

대부분합일의 경지에 대한 것이다. 이때 오도송의 오자는 한자어로 

오(悟)를 사용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괴로움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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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굴려서 확신이 섰을 때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라 하였다. 

부처님은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anuttara sammāsambodhi)’, 

즉 무상정득정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정등각자가 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Bodhi)으로 인하여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고귀한 

가르침을 접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변화로 인하여 

주변사람들도 변하게 된 것이다. 한사람의 깨어 있는 자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네 가지 불퇴전의 원리가 있는데 

  

깨어 있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어느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한다.그리고 늘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수행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깨어 있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Catūhi, bhikkhave, dhammehi samannāgato bhikkhu abhabbo parihānāya 

nibbānasseva santike. Katamehi catūhi? Idha, bhikkhave, bhikkhu 

sīlasampanno hoti, indriyesu guttadvāro hoti, bhojane mattaññū 

hoti, jāgariyaṃ anuyutto hoti. 

  

[세존]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수행승은 열반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퇴전할 수 없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계행을 갖추는 것과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과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이다. 

(Aparihāniyasutta-불퇴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3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불퇴전의 원리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1) 계행을 

갖추는 것 (sīlasampanno), 2)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indriyesu 

guttadvāro), 3)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bho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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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aññū), 4)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jāgariyaṃ anuyutto) 이렇게 

네 가지이다. 이 네 가지는 수행자라면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깨어 있음에 전념한다는 것 

  

네 가지 중에 ‘깨어 있음에 전념(jāgariyaṃ anuyutto)’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jāgariya’는 ‘vigil; waking’의 뜻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Addicted to, devoted to’의 뜻을 가진 

‘anuyutto’가 붙어 있으므로 늘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깨어 

있음이란 어떤 뜻일까?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들은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초야에도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중야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눕는다. 밤의 후야에는 일어나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깨어 있음에 전념한다.” 

  

(Aparihāniyasutta-불퇴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37, 전재성님역)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행주좌와어묵동정간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이는 잠들기 전에도 알아 차림을 유지하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sato sampajāno)”라 하였다.  

  

늘 깨어 있으면 계행은 저절로 지켜 진다. 그리고 감각의 문도 

수호된다. 식사절제도 이루어진다. 항상 깨어 있다면 퇴전 할 수 없고 

열반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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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깨어 있기는 쉽지 않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 휩쓸리기 쉬울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앙굿따라니까야 사리뿟따의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성찰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사리뿟따] 

“벗들이여, 만약에 수행승이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나는 자주 

탐욕스럽고, 나는 자주 성내고, 나는 자주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고, 

나는 자주 흥분하고, 나는 자주 회의적 의심을 하고, 나는 자주 

분노하고, 나는 자주 오염된 마음으로 지내고, 나는 자주 격정적 

마음으로 지내고, 나는 자주 게으르고, 나는 자주 집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알면, 벗들이여, 그 수행승은 그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끊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내고 정진하고 분발하고 책려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리뿟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10.52, 전재성님역)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러운 것이나 때를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거울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 그 때 볼 수 

있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다. 오장애가 대표적이다. 이는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한다.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을 비추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 그런데 타인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항상 깨어 있는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도반이 될 수도 있다.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마다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늘 

알아차림을유지하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나 부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다. 다만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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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깨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감화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악하고 불건전 것들이 줄어들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늘어난다.(A10.54)”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도반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S3.18)”라 하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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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행자의 위의(威儀)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요즘은 카톡과 밴드의 시대이다. 손안의 컴퓨터라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며 들여다 보는 것은 SNS 이다. 밴드에서 어느 법우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  

  

  

과거에도 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예로 타종교는 논하고 싶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일생 동안 많이 공부해온 스님들의 일탈행위를 보면서 내가 저 

스님만큼 공부하려면 한없이 해야 하는 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불교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저에게 적합한 처방을 부탁합니다. 

(L 법우님) 

  

  

스님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런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타종교인이거나 

불교인이라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스님의 막행막식과 범계, 파계 

등의 일탈행위를 보았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왜 삭발하는가? 

  

불교인들은 출가자를 스승처럼 따른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부처님처럼 

우러러 보기도 한다. 이는 스님을 승보로 보는 이유도 있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안다. 그런 환상을 심어 

주는 것은 출가자만의 독특한 모습에 기인한다. 삭발과 승복을 입은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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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 아니면 하기 힘들다. 이는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삭발하고 

출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태어남’으로 비유한다. 현재의 나는 

삭발함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삭발하는 순간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비록 얼굴모습은 삭발전이나 삭발후나 변함이 없지만 삭발 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죽고 새로운 태어남으로 본다. 출가를 하면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는다고 하는데 아마 삭발함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출가자들은 거듭 태어난 자들이다.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으로 갈리는 

것이다. 출가전에는 부모형제 등 세상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왔다면 

이후 세상에서는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살아 간다. 그 경계가 삭발의 

순간이라 볼 수 있다. 출가자들은 정신적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라 볼 

수 있다. 

  

독각승처럼 독살이 하는 스님 

  

출가자들은 출가자들끼리 모여 산다. 모여 산다는 것은 공동체생활을 

의미한다. 이를 ‘승가’라 한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출가공동체라면 율장정신에 따른 계목을 지켜야 

한다. 포살일에 모여서 빠띠목카(patimokkha, 계율)를 함께 낭송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 참회를 하고, 또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여 함께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승가공동체가 붕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부처님 

당시부터 전승되어 왔던 자자와 포살이 사라진 것이다. 일부 복원되어 

지켜지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불교 스님들은 

‘독살이’를 한다. 개인 토굴이 있어서 나홀로 사는 것이다. 

개인토굴이라 하여 산중의 외딴집을 연상하는 것은 오판이다. 요즘 

토굴은 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사는 것도 

개인토굴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토굴에서 독살이를 하면 승가로 볼 수 있을까? 승가의 성립조건이 

있다. 최소한 4인 이상 모여 살아야 한다. 율장에 따르면 승가의 

최소단위를 4 명으로 보고 있다. 4 인 이상 모여 살며 자자와 포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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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승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토굴에서 독살이를 한다면 이를 승가라 

볼 수 있을까? 

  

독살이를 하면 포살과 자자가 있을 수 없다. 나홀로 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누군가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 막행막식하는 원인이 된다. 또 

나홀로 살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다. 사람의 심리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더구나 홀로 

있으면 온갖 잡생각으로 인하여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기 쉽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서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빅쿠라 볼 수 없다. 빅쿠는 

비구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비구계가 단지 스님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고 비구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빅쿠라 볼 수 

없다. 더구나 개인토굴에서 독살이를 한다면 빅쿠라 볼 수 없다.  

  

한국의 스님들은 대부분 함께 모여 살지도 않고 자자와 포살도 하지 

않는다. 독살이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도 함께 모여 살지 

않는다. 장학재단 건물에서 독살이를 하고 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불교 최고 

책임자부터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토굴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출가자에게서 ‘위의(威儀)’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앗사지 존자의 경행장면을 보고 

  

출가수행자라면 ‘위의’가 있어야 한다. 위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에 대한 좋은 일화가 있다. 율장대품에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앗사지 존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na kho pana samayena sañcayo [sañjayo (sī. syā.)] paribbājako 

rājagahe paṭivasati mahatiyā paribbājakaparisāya saddhiṃ 

aḍḍhateyyehi paribbājakasatehi. Tena kho pana samayena 
sāriputtamoggallānā sañcaye paribbājake brahmacariyaṃ caranti.  

  

Tehi katikā katā hoti – yo paṭhamaṃ amataṃ adhigacchati, so 

itarassa ārocet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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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a kho āyasmā assaji pubbaṇ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mādāya 

rājagahaṃ piṇḍāya pāvisi pāsādikena abhikkantena paṭikkantena 
ālokitena vilokitena samiñjitena pasāritena, okkhittacakkhu 

iriyāpathasampanno. Addasā kho sāriputto paribbājako āyasmantaṃ 

assajiṃ rājagahe piṇḍāya carantaṃ pāsādikena abhikkantena 

paṭikkantena ālokitena vilokitena samiñjitena pasāritena 
okkhittacakkhuṃ iriyāpathasampannaṃ.  

  

Disvānassa etadahosi – ‘‘ ye vata loke arahanto vā 

arahattamaggaṃ vā samāpannā, ayaṃ tesaṃ bhikkhu aññataro. 

Yaṃnūnāhaṃ imaṃ bhikkhuṃ upasaṅkamitvā puccheyyaṃ – ‘ kaṃsi 

tvaṃ, āvuso, uddissa pabbajito, ko vā te satthā, kassa vā tvaṃ 

dhammaṃ rocesī ’’’ ti? 

  

  

한 때 유행자 싼자야가 라자가하 시에서 이백오십 명의 크나큰 유행자의 

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싸리뿟따와 목갈라나가 유행자 

싼자야에게서 청정한 삶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약속했다. 

  

[싸리뿟따와 목갈라나] 

‘먼저 불사에 도달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알려주자.’ 

  

그때 존자 앗싸지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하 시로 탁발하러 가는데, 나아가거나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단정하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 들어 갔다. 그때 유행자 싸리뿟따가 존자 앗싸지가 탁발을 

하면서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단정하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했다. 

  

[싸리뿟따] 

‘세상에 거룩한 님이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길을 갖춘 님이 있다면, 이 

수행승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내가 이 수행승에게 다가가서 

‘그대는 누구에게 의지하여 출가했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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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이야기, 율장대품 Vin.I.40, 전재성님역) 

  

  

  

 
  

Dhammapada_37 

  

  

사리뿟따는 앗사지의 탁발모습에 크게 감동하고 있다. 앗사지의 모습을 

보고서 ‘거룩한 님’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님’은 

번뇌가 다한 아라한(arahanta)을 의미한다. 앗사지는 오비구 중의 

하나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오비구가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승가가 형성되었다. 

일년이 지나자 60 명의 아라한 생겨 나서 교단으로서 체제를 갖추어 

갔다. 이에 전도선언을 하고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부처님도 전도하러 떠났다. 그 과정에서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우르벨라의 깟사빠 삼형제를 신통으로서 제압하고 교단에 편입 시켰다. 

이렇게 큰 교단이 형성된 시점에서 사리뿟따가 앗사지의 탁발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위의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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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뿟따는 앗사지의 경행장면을 보고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율장대품에서는 “나아가거나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단정하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라 표현 하였다. 위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말이다. 이를 빠알리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tha kho āyasmā assaji pubbaṇ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mādāya 

rājagahaṃ piṇḍāya pāvisi pāsādikena abhikkantena paṭikkantena 
ālokitena vilokitena samiñjitena pasāritena, okkhittacakkhu 

iriyāpathasampanno. 

  

그때 존자 앗싸지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하 시로 탁발하러 가는데,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단정하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 들어 갔다. 

  

  

여기서 위의라는 말은 ‘mādāya’이다. Mādā 에 대하여 영어로는 

‘pride; intoxication; conceit; sexual excess’의 뜻이다. Mada 에 

대하여 한자사전을 보면 ‘憍, 憍慢, 慢心’으로 되어 있다. 자만도 

일종의 위의라 볼 수 있다. 영어 프라이드(pride) 역시 자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는 일종의 자만이다. 그러나 앗사지 

존자에게서 볼 수 있는 위의는 자만과는 거리가 멀다. 왜 그런가? 

앗사지 존자는 이미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무학도 단계의 아라한이 되면 

자만도 없어진다. 자만(mama) 아라한 단계어서 소멸된다.   

  

위의와 관련된 여덟 가지 행위 

  

위의를 뜻하는 mādā 와 관련하여 ‘pattacīvaramādāya’라 되어 있다. 이 

단어는 ‘patta(an alms bowl) +cīvara(the yellow robe) 

+mādāya(pride)’의 뜻이다. 이는 ‘발우와 가사를 수한 아만’으로 

직역할 수 있다. 발우와 가사를 수하였다는 것 자체가 수행자를 의미 

하기 때문에 수행자상을 나타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자만이 위의로 바뀐다. 그것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단정하게 눈을 아래로 향하고 

(pāsādikena abhikkantena paṭikkantena ālokitena vilokit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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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ñjitena pasāritena, okkhittacakkhu iriyāpathasampanno)”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다.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의 모습은 남루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위의가 있다. 그것은 늘 깨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의 위의에 대하여 “마라의 군대를 항복받기 위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왕족처럼 

빛난다.(청정도론 2 장 두타행)”라 하였다.  

  

발우와 가사를 입은 앗사지 존자는 보기에 위의가 있었다. 그런 위의를 

가능하게한 것은 가사와 발우이지만 기본적으로 행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여덝 가지로 표현 하였다. 여덟 가지에 

대한 문자적 풀이를 해 보았다. 

  

  

1) pāsādikena :  

[adj.] pleasing; lovely; amiable. �心の, �信の, �の, 喜心の, 

端正の: 깨끗한 마음으로 

  

2) abhikkantena:  

[pp. of abhikkamati] gone forward; past, 過ぎたる, 去れる, 

出�せる, 進める: 나 

  

3) paṭikkantena:  
[pp. of paṭikkamati] stepped backwards; gone back or aside. 
もどった, 退いた, 減退した. : 물러서거나  

  

4) ālokitena:  

[pp. of āloketi] looked at or before. (nt.) looking at or forward. 

看住, 前視, 眺めること: 바라보거나 

  

5) vilokitena:  

[pp. of viloketi] looked at; inspected. 顧視, �見 : 돌아보거나 

  

6) samiñjitena:  

Samiñjana= doubling up, bending back : 굽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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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sāritena:   

[pp. of pasāreti] stretched out. 伸ばしたる, さし出された. : 펴거나 

  

8) okkhittacakkhu : 

 okkhitta= [pp. of okkhipati] thrown or casted down; 

dropped.。cakkhu=the eye  : 눈을 아래로 향하고 

  

  

앗사지 존자가 탁발할 때의 모습이다. 수행자는 탁발할 때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 만일 눈을 두리번 거리며 탁발한다면 걸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수행자는 눈을 항상 아래로 향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수행자의 눈 높이에 대하여 “눈을 내려 뜨고, 멍에의 길이만큼 앞을 

내다보며”라 하였다. 여기서 멍에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 

  

멍에란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를 말한다. 약 60 센티미터 정도 된다. 일미터가 채 

안되는 것이다. 눈을 내리뜨고 걷는다면 코 바로 아래 발끝 조금 앞을 

말한다.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수행자가 탁발할 때 눈의 위치가 중요하다. 걸인처럼 먹을 것이 찾아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에서도 볼 수 있다.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높은 다락에서 지켜 보고 

있었다. 경에 따르면 빔비사라왕은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청정하고 걸음걸이도 우아할 뿐 아니라 

멍에의 길이만큼 앞만을 본다.(stn410)”라 하였다. 왕의 눈에 탁발하는 

모습에서 위의를 본 것이다. 이어지는 빔비사라왕의 말에 따르면 “눈을 

아래로 뜨고 새김을 확립하고 있다. 그는 천한 가문 출신이 결코 

아니다. 왕의 사신들이여, 그를 쫓아가라. 저 수행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Stn411)”라 하였다. 마치 앗사지를 존자를 대하는 

사리뿟따의 눈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탁발할 때 

위의 있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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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Takuhatsu ,托鉢), Laos �Luang Prabang 

  

  

  

  

왜 늘 깨어 있어야 하는가? 

  

눈을 아래로 내려 뜨고 탁발한다고 하여 위의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의는 매 순간 깨어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문구가 ‘iriyāpathasampanno’이다. 이 말은 

‘iriyā+patha+sampanno’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여기서 iriyā 는 

‘movement of the body; posture’의 뜻으로 몸의 움직임이다. Patha 는 

‘path; way; road (in cpds.) range of, e.g. gaṇanapatha = range of 
calculation’의 뜻으로 ‘범위’의 뜻이다. 。 sampanno 는 sampanna 의 

뜻으로 ‘succeeded; prospered; happened; become’의 뜻으로 

‘구족한다’ 또는 ‘성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iriyāpathasampanno’의 뜻은 ‘몸의 움직임의 범위를 알아차림’을 

말한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이 말이 빠져 있다.  

  

알아차림과 관련하여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에서는 “그는 감관을 

수호하여 잘 다스리고, 올바로 알아채며, 새김을 확립하고, 차례로 

탁발을 빌면서(Stn413)”라 하였다. 이 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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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yāpathasampanno’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알아채며, 새김을 확립하고(sampajāno patissato)”라는 

말이다. 

  

먼저 올바로 알아챔을 의미하는 삼빠잔나(sampajāa)가 있다. 이는 

삼(sam)과 빠잔나(pajāna)의 결합어이다. 맛지마니까야 각주에 따르면 

따라서 빠잔나는 ‘분명한 앎’ 또는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올바른’ 뜻의 삼(sam)이 앞에 붙으면 

삼빠잔나(sampajāna)는 ‘올바로 분명히 알아차림’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 올바로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 사념처에 따르면 “대변 보고 소변보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올바른 알아차림이 

삼빠잔나인 것이다. 똥을 싸면 똥을 싼다고 알고, 오줌을 누면 오줌을 

눈다고 아는 것이다.  

  

새김의 확립이라는 뜻의 patissato 가 있다. 이는 ‘Recollecting, 

thoughtful’의 뜻이다. 염처경에서는 satimā 가 사용된다. 사띠를 

의미하는 patissato 와 satimā 를 같은 의미로 본다. 둘 다 ‘새김을 

확립하여’ 라고 번역된다. 사띠에는 ‘기억’의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집착하였을 때 재난을 불러 올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대상을 볼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을 때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사띠와 삼빠잔나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항상 함께 쓰인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sampajāno patissato’ 또는 ‘sampajāno 

satimā’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붙여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금 여기에서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 

  

수행자가 위의 있어 보이는 것은 늘 깨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든지 깨어 있는 삶이다. 그것은 대상을 대상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것이다.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앎은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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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도 노트도 없던 시절 오로지 말씀에 의지 한 빅쿠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겼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이 구전 되어 

왔다. 구전 된 것을 문자화 한 것이 빠알리니까야이다. 이렇게 본다면 

빠알리니까야는 빅쿠들이 가르침을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 없이 

기억하고 되새긴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수행자는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사유해야 한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일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사성제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사유하고 되새기는 것을 

사띠(sati)라 볼 수 있다.  

  

사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새김의 힘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힘이라 한다. (A5.14)”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기억을 강조 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라는 말과 같다. 연필도 노트도 녹음기도 없던 

시절 가르침에 대하여 오로지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빠잔나는 사띠와 함께 페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sampajāno 

patissato’ 또는 ‘sampajāno satimā’라 한다. 사띠가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의미 하는 것이라면 삼빠잔나는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지금 저기 여자가 걸어 갈 때 사띠와 삼빠잔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눈길을 계속 주면서 따라가고푼 유혹에 끄달릴지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살피고((Kāmesvādīnavaṃ disvā, Stn424)”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아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르침의 힘이고 사띠의 힘이라 볼 수 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고 되새기는 것이 것이 

사띠라 볼 수 있다. 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새기며 산다면 어떤 대상이 



`188 

 

나타나도 분명하게 알아 차릴 것이다. 그런 알아차림은 다름 아닌 모든 

대상이,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삼빠잔나이다. 그래서 사띠와 삼빠잔나는 

항상 페어로 사용된다. 

  

탁발을 금지시킨 한국불교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탁발을 볼 수 없다. 스님이 탁발하는 것에 

대하여 위의가 없다고 금지 시킨 것이다. 이는 남방 테라와다불교와 

정반대이다. 남방불교에서는 현재도 탁발전통이 남아 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탁발하는 모습에서 출가자의 위의를 본다는 사실이다.  

  

발우를 들고 가사를 입은 수행자가 눈을 아래로 내려 뜨고 걷는 모습을 

저절로 경외감이 생겨난다. 더구나 늘 대상을 알아차려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고 이는 수행자와 승가의 

위의로도 직결된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탁발장면에 대하여 위의 있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외도 이었던 사리뿟따존자가 앗사지존자의 탁발 모습에 감동 되어 

불교와 인연이 되었고, 빔비사라왕 역시 부처님의 탁발 모습에 감동 

받아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탁발하는 모습 하나만 보아도 불자들에게 

신심을 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탁발의 전통이 실종된 한국불교에서 스님들의 위의를 보기 힘들다. 

더구나 독살이 하는 스님들이 많아 홀로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다. 

최소한 네 명이 모여 살아야 승가라 할 수 있고, 자자와 포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승가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불교에는 탁발도 

없을 뿐더러 탁발의 정신도 실종되었다. 그래서일까 독각승처럼 홀로 

사는 스님들이 많다. 홀로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종종 터져 나오는 각종 범계 또는 파계 행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 

출가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그런 모습을 타종교인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또 불교에 갓 입문한 불자들이 접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완전하거나 덜 완성된 것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다. 가르침을 접하면 접할수록 타락한다면 어느 누구도 

불교를 종교로 갖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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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스님들은 함께 살아야 한다. 최소한 네 명 이상 함께 살며 

자자와 포살을 행할 때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탁발까지 행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탁발환경이 열악하여도 

한달에 한번 정도 공개적으로 탁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위의가 

생겨 날지 모른다. 사리뿟따존자가 앗사지 존자의 위의 있는 탁발모습을 

보고서 발심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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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나면 

  

  

  

세상은 정보로 넘쳐난다. 검색창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수십년전과 비교하여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다고 지혜가 뒤따른다고 볼 수 없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없고 지식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법구경 

게송이 있다. 

  

  

Yāvadeva anatthāya   야와데와 아낫타야 

ñattaṃ bālassa jāyati  냣땅 발랏사 자야띠 

hanti bālassa sukkaṃsaṃ    한띠 발랏사 숙깡상 

muddhamassa vipātayaṃ  뭇다맛사 위빠따양. 

(Dhp72)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오직 그의 불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린다. 

(Dhp72, 전재성님역) 

  

  

愚かな者に念慮（おもい）が生じても、 

ついにかれには不利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 

その念慮は彼の好運（しあわせ）を滅ぼし、 

かれの頭を打ち�く。 

(Dhp72, 中村元역)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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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72, 법정스님역) 

  

  

숙련되지 못한 기능과 지식은 

어리석은 자를 도리어 해치나니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써 

스스로 복과 지혜를 파괴할 뿐이다. 

(Dhp72, 거해스님역) 

  

  

Only for his ruin 

does renown come to the fool. 

It ravages his bright fortune 

& rips his head     apart. 

 (Dhp72, Thanissaro Bhikkhu) 

  

  

퇴락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의 지식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는 “ñattaṃ bālassa 

jāyati”에 대한 번역어이다. ñattaṃ은 ‘Knowledge’의 뜻이다. 

Ñatta 의 뜻은 ‘learning; something known’의 뜻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bāla)에게 아는 것(Ñatta)이 생겨난다(jāyati)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염려가 

생겨나도(念慮（おもい）が生じても)”라 하였고,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라 하였다. 거해스님은 

“숙련되지 못한 기능과 지식”이라 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renown 

come to”라 하여 “명성을 얻어도”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Ñatta 의 뜻은 아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 이어지는 문구에서는 “오직 

그의 불익을 위해서(Yāvadeva anatthāya)”라 하였기 때문이다. 앎으로 

인하여 불익이 생겨난다면 아니 앎만 못할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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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āvadeva anatthāya ñattaṃ bālassa jāyati: DhpA.II.73 에 따르면, 

여기서 지식은 세속적인 기술이나 권위나 명예나 명성에 대한 앎의 힘을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에 그의 기술이나 권위나 다른 지식은 

오로지 그의 퇴락을 위한 것으로 변한다. 그것에 기초해서 자신을 해칠 

뿐이다. 

(736 번 각주, 전재성님) 

  

  

우리말에 ‘알량한 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나름대로는 대견스러워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하고 보잘것 없는 지식을 말한다. 알량한 

기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속의 

지식이나 기술은 알량한 것이다. 더구나 어리석은 자가 알량한 지식으로 

권위나 명예, 명성을 추구한다면 자신을 해칠 수 있음을 말한다. 왜 

그런가? 지혜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머리를 떨어뜨린다고 하였을까? 

  

지혜롭지 않은 삶은 필연적으로 불익을 줄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문구에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린다.(hanti bālassa sukkaṃsaṃ muddhamassa vipātayaṃ)”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muddha’이다. 왜 머리를 

떨어뜨린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hanti bālassa sukkaṃsaṃ muddhamassa vipātayaṃ: DhpA.II.73 에 

따르면, 머리라는 단어는 지식을 상징한다. 떨어뜨린다는 것은 

퇴락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은 자의 기술이나 권위나 다른 지식이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파괴할 때, 그의 머리, 즉 지식도 퇴락하고 

황폐해진다. 

(737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머리(muddha)는 지식(ñatta)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머리로만 알 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를 말한다. 지혜가 없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권위나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였을 때 추락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 머리가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지식의 퇴락과 황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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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질도 일종의 집중이고 

기술이다. 그러나 직업으로서 활용하면 머리가 떨어질 수 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 남 보다 더 

많이 알아야 속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사기꾼 역시 나중에 머리가 

떨어진다.  

  

요즘에는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린다.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 해커들이 

대표적이다. 해커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바꾸고 없애는 사람을 

일컫는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남보다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거나 기술의 과시에 집착 하였을 때 해커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된다.  

  

모루채-귀신과 관련된 이야기(Saṭṭhikūṭapetavatthu) 
  

어리석은 자가 알량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해칠 수 있다. 

게송과 관련된 인연담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루채-귀신과 관련된 

이야기(Saṭṭhikūṭapetavatthu)가 그것이다.  

  

  

한때 바라나씨에 투석기를 잘 다루는 불구자가 살았다. 그는 돌을 

쏘아서 나뭇잎을 자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이들의 소원에 따라 

코끼리 모양이나 말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이었다.  

  

왕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수다스런 사제의 입을 막기 위해 불구자에게 

부탁해서 그로 하여금 멀리서 사제의 입으로 염소똥을 쏘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일이 성공하자 사제는 더 이상 감히 왕에게 입을 열지 

못했다. 왕은 기뻐하여 많은 선물과 도시의 동서남북의 네 마을을 

하사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하여 불구자에게 투석기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불구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간절하게 

졸라대자 그 기술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세상에 나가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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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자는 소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내로 

들어가서 황소를 보고 ‘암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보고 

‘부모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쏘지 못했다. 그때 한 연각불이 

지나자 그는 ‘부모도 없고, 내가 쏘아도 벌금이 필요가 없다. 이 

자에게 기술을 시험해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각불을 향해서 돌을 조준하여 쏘았다. 돌은 연각불의 오른 쪽 

귀로 들어가 왼쪽 귀로 빠져나왔고 연각불은 심한 고통을 느끼며 

초암으로 돌아와 죽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를 붙잡아서 

때려 죽였다. 그는 아비지옥에서 태어났다가 아직 악업의 과보가 다하지 

않아 모루채-귀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수행승들에게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에게는 기술이나 권세가 자신의 불익을 위해서 지식이 

생겨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오직 그의 불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린다. 

(Dhp72) 

  

  

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법구경 72 번 게송 인연담, Saṭṭhikūṭapetavatthu, 모루채-귀신과 관련된 

이야기, 전재성님역) 

  

  

인연담을 보면 애써 배운 기술을 잘못 써 먹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역각승(paccekabuddha)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다. 연각승을 타겟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부모도 없고, 

내가 쏘아도 벌금이 필요가 없다. 이 자에게 기술을 시험해보자.”라 한 

것이다. 마치 산중에서 검술을 익힌 자가 하산하여 자신의 검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대상을 찾아 밴 것과 다름 없다. 이는 소매치기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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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자가 소매치기 대상을 찾아서 훔치는 것과 같고, 해커기술을 

습득한 자가 대상을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였다면 악처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업을 짓는 

것이다.  

  

홀로 깨달은 연각승을 투석기를 이용하여 죽였다. 깨달은 자를 

죽였으므로 그 과보는 매우 컸다. 아비지옥에 떨어졌지만 그 과보가 

끝나지 않아 모루채-귀신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연담에서는 

“육만 개의 모루채가 끊임 없이 그의 머리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리쳤습니다. 그의 머리는 벌겋게 달아 올랐습니다. 머리에 해골을 

부수면 거듭 다시 솟아 올랐습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모루채는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놓고 메어칠 때 쓰는 쇠메를 말한다. 

연각승을 죽인 과보로 마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모루위에 

올려 치는 것처럼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힘을 주체 하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을 하고 싶어 한다. 면허를 땄으니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면 그 힘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지식은 기술이나 권위나 명예, 명성을 

얻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활용하면 재앙이 된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활용하면 이로움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가 

활용하면 해악이 된다. 전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가르침을 모르는 

전쟁광들이 전쟁을 하면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유튜브에서 태평양전쟁을 보았다. 일본에서 제작한 십여편에 

이르는 다큐멘타리영상이다. 과달카날, 필리핀 등에서 처절한 

전투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일본이 그 힘을 

주체 하지 못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무려 

220 만명이라는 군인이 죽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측에서도 수십만명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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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쟁이 다 그렇듯이 전쟁이 나면 대량살상이 벌어진다. 이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잘못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오직 그의 불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 

뜨린다.”라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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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든 번뇌의 근원 유신견(有身見) 

  

  

 
  

  

  

불자들은 거창한 서원을 한다. 법회가 끝나면 산회가를 하기 전에 

사홍서원을 한다. 사홍서원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에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가 있다. 천수경에서는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이라 하여 “끝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라 번역된다. 여기서 번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 번뇌망상이라 한다. 번뇌와 망상은 함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번뇌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이라 되어 있다. 

망상의 의미는“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을 함”이라 되어 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말이다. 번뇌는 괴로움에 방점이 찍혀 

있고, 망상은 헛된 생각을 의미한다. 

  

사홍서원에서 번뇌무진서원단 하였을 때 그 번뇌는 다름 아닌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알아서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듯이 번뇌의 

소멸 역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이 바로 그것이다. 

  

일곱종류 번뇌의 끊어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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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사성제를 알아야 한다.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듯이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 제시 되어 있다. 모두 일곱 가지이다. 먼저 

경에서는 일곱가지 번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Atth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atthi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adhivā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parivajj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수행승들이여,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호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용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피함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제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일곱가지 항목을 보면 관찰(dassanā), 수호(pahātabbā), 

수용(paṭisevanā), 인내 (adhivāsanā), 피함(parivajjanā), 

제거(vinodanā), 수행(bhāvanā)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초불연과 MDB 를 

참고 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빠알리어 성전협 초불연 MDB 

1 dassanā 관찰 봄 seeing 

2 pahātabbā 수호 단속 restraining 

3 paṭisevanā 수용 수용 using 

4 adhivāsanā 인내 감내 enduring 

5 parivajjanā 피함 피함 avoiding 

6 vinodanā 제거 버림 removing 

7 bhāvanā 수행 수행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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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보면 수용과 피함과 수행만 공통적일 뿐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관찰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의 핵심 내용은 

  

경에서는 관찰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에 대한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다.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거의 네 배 정도 긴 길이로 설명 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번뇌의 경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관찰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부에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Tassa evaṃ yoniso manasikaroto tīṇi saṃyojanāni pahīyanti – 

sakkāyadiṭṭhi, vicikicchā, sīlabbataparāmāso.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이와 같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임으로써 세 가지 결박, 개체가 

있다는 견해,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관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라 한다. 

  

(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그것은 개체가 

있다는 견해 (sakkāyadiṭṭhi), 의심(vicikicchā),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sīlabbataparāmāsa)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개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有身見)’이 모든 번뇌의 

근원중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신견이란 무엇일까? 

  

유신견이란 무엇인가? 

  

유신견은 한마디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무아를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할 삿된 견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유신견타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신견이 타파되지 않는다면 성자의 

흐름에 들 수 없을 뿐더러 부처님의 가르침도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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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열 가지 족쇄 중에서 가장 먼저 타파 되어야 할 

것이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을 부수어야 한다. 

  

유신견은 빠알리어로 삭까야딧티(sakkāyadiṭṭhi)라 한다. 이는 

‘sakkāya+diṭṭhi’의 결합어이다. Sakkāya 는 ‘the existing body’의 

뜻으로 ‘有身, 常住身, 已存在的身体’의 의미이다. diṭṭhi 는 ‘dogma; 

theory; belief’의 뜻으로 ‘見, 見解’라 읽는다. 따라서 

sakkāyadiṭṭhi 는 불멸하는 영혼이나 인격 주체와 같은 존재론적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그릇된 견해를 말한다. MDB 에서 빅쿠보디와 빅쿠 

냐나몰리는 ‘personality view’ 로 번역하였다. 초불연에서는 

‘존재더미가 있다는 견해’로 번역하였다.  

  

유신견에 대한 정형구 

  

초기경전에서 유신견에 대한 정형구가 있다. 맛지마니까야 교리문답의 

작은 경(M44)에 따르면 재가신도 비사카의 물음에 빅쿠니 담마딘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rūpaṃ attato samanupassati, rūpavantaṃ vā attānaṃ, attani vā 

rūpaṃ, rūpasmiṃ vā attānaṃ 

  

그는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Cūḷavedallasutta- 교리문답의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44, 전재성님역) 

  

  

오온에서 있어서 물질(rūpa)을 예로 들었다. 경에서는 물질 뿐만 아니라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정형구로 표현 되어 있다.  

  

정형구를 보면 오온(五蘊)이 바로 자아라는 생각, 오온안에 자아가 들어 

있다는 생각,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는 생각, 자아가 오온의 주관자란 

생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오온을 자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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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오온에 자아, 즉 개체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주석(Pps.II.360)에서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옮겨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오온)을 자아로 생각 

불타는 등잔의 불꽃이 불꽃의 색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물질(오온)을 

자아로 여긴다. 

  

2) 물질(오온)을 가진 것을 자아로 생각 

나무가 그림자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아가 물질(오온)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긴다. 

  

3) 자아 가운데 물질(오온)이 있다고 생각 

향기가 꽃속에 있는 것처럼 물질(오온)이 자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4) 물질(오온)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 

보석이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자아가 물질(오온)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와 같이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하였다. 반면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운 고귀한 제자라 하였다.  

  

유신견은 성자와 범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된다. 유신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수행을 많이 하였어도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힌두교에서 합일의 경지에 이른 성자라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성자의 초보단계인 수다원에도 들지 못한 것이 된다.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선정수행을 하여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 복과 수명을 누려도 윤회할 수밖에 없는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탐진치라는 족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신견에서 벗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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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견은 오온을 자아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 동일시 하면 몸도 느낌도 

지각도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수행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실제로 수행자가 처음 수행을 시작하면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물질적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적 현상을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행자는 이런 물질과 정신적인 현상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집중력이 강화되면 몸과 마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과 물질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보입니다.  

  

그때 수행자는 정신과 물질만 있지, 그 안에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으며 오직 물질적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 2장)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다. 위빠사나 16 단계 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지혜가 바로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이다. 이 

지혜를 알면 나라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행을 하면 오로지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대상을 접촉함에 따라 마음에 따른다. 경행을 하였을 때 발바닥의 

촉감으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알아 차렸을 때 거기에는 오로지 

물질적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게 된다. 어떤 변치 않는 자아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마나시까라(manasikara)에 대하여 

  

관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의 핵심은 유신견타파이다.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y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manasi karoti)”로 

표현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쓸데 없는 곳에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초불연에서는 “마음에 잡도리해야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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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잡도리하고”라 하였다. MDB 에서는 “he attends to those 

things unfit for attention”라 하였다. 여기서 핵심어는 

마나시까라(manasikara)이다.  

  

Manasikara 에 대한 빠알리사전 PCED194 를 보면 'attention', 'mental 

advertence', 'reflection'라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주의’라는 

말이다. 한자어로는 ‘作意, 思念, 注意’라 한다. 전재성님은 

‘정신활동을 기울임’이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마음에 

잡도리함’이라 하였다. MDB 에서는 attention 이라 하였다.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번뇌가 생겨 

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하여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들고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번뇌만 늘어난다. 

하나의 갈애는 더 많은 갈애를 유발한다. 여기에는 끝이 없다. 이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번뇌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번뇌가 더욱 더 커집니다. 

한 번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 빠지면 계속해서 더 큰 감각적 쾌락을 

요구하는 갈애가 생깁니다. 하나의 감각 대상을 가지면 더욱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납니다.”라 하였다. 하나의 갈애는 더 많은 

갈애를 유발하고 여기에는 끝이 없음을 말한다.  

  

감각적 쾌락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어떤 양상으로 발전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수행승들이여,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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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감각적 쾌락에 정신활동을 기울인 결과 존재에 대한 번뇌, 무명에 의한 

번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존재와 무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다 보면 

번뇌만 야기 될 뿐이다. 더구나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 

성장한다고 하였다. 그런 예로서 다음과 같은 15 가지 의문을 들 수 

있다.  

  

  

 So evaṃ ayoniso manasi karoti. ‘ahosiṃ nu kho ahaṃ 

atītamaddhānaṃ? Na 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iṃ 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athaṃ 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iṃ 

hutvā kiṃ ahosiṃ nu kho ahaṃ atītamaddhānaṃ? Bhavissāmi nu kho 

ahaṃ anāgatamaddhānaṃ? Na 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iṃ 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athaṃ 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iṃ hutvā kiṃ bhavissāmi nu kho ahaṃ 

anāgatamaddhāna’nti? Etarahi vā paccuppannamaddhānaṃ 

[paccuppannamaddhānaṃ ārabbha (syā.)] ajjhattaṃ kathaṃkathī hoti 

– ‘ahaṃ nu khosmi? No nu khosmi? Kiṃ nu khosmi? Kathaṃ nu 

khosmi? Ayaṃ nu kho satto kuto āgato? So kuhiṃ gāmī bhavissatī’ 

ti? 

  

그는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1)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2)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3)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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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5)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6)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7) 나는 미래세에 없을까? 

8)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9)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10)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11) 나는 있는가? 

12) 나는 없는가? 

13) 나는 무엇인가? 

14) 나는 어떻게 있는가? 

15)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15 가지 의문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ahaṃ: 我)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 된다. 이는 유신견이다. 

오온을 자아와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M44)”라는 구절과 일치한다.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번뇌만 

  

모든 번뇌의 경에 따르면 위 15 가지 의문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번뇌만 증장됨을 

말한다. 이렇게 쓸데 없는 곳에 정신을 기울이면 여섯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Atthi me attā ’ ti vā assa [vāssa (sī. syā. pī.)]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 natthi me attā ’ ti vā a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 attanāva attānaṃ sañjānāmī ’ ti vā 

a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 attanāva anattānaṃ 

sañjānāmī ’ ti vā a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 anattanāva attānaṃ sañjānāmī ’ ti vā assa saccato the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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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ṭṭhi uppajjati; atha vā panassa evaṃ diṭṭhi hoti – ‘ yo me ayaṃ 

attā vado vedeyyo tatra tatra kalyāṇapāpakānaṃ kammānaṃ vipākaṃ 

paṭisaṃvedeti so kho pana me ayaṃ attā nicco dhuvo sassato 

avipariṇāmadhammo sassatisamaṃ tatheva ṭhassatī ’ ti.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 또는 이와 같이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여기서 ‘나의 자아는 있다’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적 견해를 말한다. 여기서 ‘있다(atthi: 

有)’ 라거나 ‘없다 (natthi: 無)’ 라는 말은 존재론에 기반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현상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멸론으로 오해 되기 쉬운 무아사상 

  

경에서 ‘나의 자아는 없다(natthi me attā)’라 하여 허무주의적 

견해를 취했을 때 이는 불교의 무아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무아사상은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나가 없다’라 하여 무아라 한다면 

단멸론에 빠지지 쉽다.  

  

단멸론에 대한 주석을 보면 “개인을 신체와 일치시켜서 죽음을 

넘어서는 개인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견해를 말한다.(52 번 

각주)”라 하였다. 몸과 마음을 상호의존하는 것으로 보아 몸이 

무너지면 정신까지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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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적 견해를 말한다. 이런 단멸론은 철저하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불교의 무아사상은 단멸론으로 오해 받기 쉽다. 그것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는 말로서도 나타난다. 이런 질문은 악취나는 

것이다. 유아론을 가정하여 넌지시 떠보는 질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무아사상은 연기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는 

있다’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두 부정된다.  

  

아뜨만을 부정한 부처님 

  

경에서 여섯 번째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바라문교의 브라만교의 영원주의적 관점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로서의 자아는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말하고, 느끼는 자아로서의 자아는 수동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말한다. 

여기저기라는 말은 전생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동일성을 갖는 아뜨만이 

윤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동일성을 갖는 자아, 즉 아뜨만을 부정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M38 에서  사띠수행승이 ‘의식이 윤회하는 것으로 자기 

동일성을 갖는다.(M38)’라는 말을 부정하고 ‘조건발생하는 의식이 

윤회한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병주고 약주고 

  

부처님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곳에 정신을 기울이면 번뇌만 

늘어 날뿐이라 하였다. 이는 나를 기반으로 하여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등의 15 가지 의문이 모두 번뇌를 야기함을 말한다. 특히 

“나는 무엇인가?(Kiṃ nu khosmi : What am I)”가 있다. 또 “나는 

어떻게 있는가?(Kathaṃ nu khosmi: How am I)” 라든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Ayaṃ nu kho satto kuto āgato? So 

kuhiṃ gāmī bhavissatī :Where has this being come from? Where will 

it go)”가 있다. 이런 물음은 부처님 당시 바라문교에서 의문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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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힌두교에서도 이런 물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선불교에서도 이런 물음을 화두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y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manasi 
karoti)”로 표현 된다. 그 결과 “아직 생겨 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해서 ‘긁어서 부스럼’이고 또 다른 말로 ‘병주고 

약주고’라 말할 수 있다.  

  

정신활동을 기울어야 할 곳은? 

  

누구나 한번쯤 “나는 누구인가”라 고민 하였을 것이다. 또 어떤 때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며 숙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런 의문에 대하여 쓸데 없는 것에 신경쓰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심지어 없는 번뇌까지 새로 생겨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신활동을 기울어야 할 곳에 정신을 기울이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So ‘ idaṃ dukkha ’ nti yoniso manasi karoti, ‘ ayaṃ 

dukkhasamudayo ’ ti yoniso manasi karoti, ‘ ayaṃ 

dukkhanirodho ’ ti yoniso manasi karoti, ‘ ay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 ti yoniso manasi karoti. Tassa evaṃ 

yoniso manasikaroto tīṇi saṃyojanāni pahīyanti – sakkāyadiṭṭhi, 
vicikicchā, sīlabbataparāmāso.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그는 이와 같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임으로써 

세 가지의 결박, 개체가 있다는 견해,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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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āsavasutta-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성제이다.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은 번뇌와 동의어 이므로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따르면 “정신과 물질, 즉 

고성제는 무상. 고. 무아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아는 순간에는 갈애와 

집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납니다.”라 

하였다. 정신과 물질을 아는 지혜만 있어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성제를 알면 동시에 나머지 세 가지 진리도 알게 된다고 하였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석을 참고 하면 다음과 같다. 

  

  

Pps.I.72 에 따르면, 흐름에 드는 길을 성취할 때 까지 정신활동은 

통찰이지만 길에 들어 서는 순간에 그것은 길에 대한 지혜가 된다. 

통찰은 직접적으로 첫 두 진리[고제와 집제]를 감각한다. 왜냐하면 그 

대상적인 범주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에 지배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머지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추론을 통해서 파악한다. 올바른 길에 대한 길의 진리[도제]를 

꿰뚫음을 통해 이해하고 소멸의 진리[멸제]를 그 목표로 한다. 길에 

대한 앎은 네 가지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작용을 일으킨다. 

괴로움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괴로움의 발생을 버리게 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게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계발시킨다. 

  

(53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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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을 보면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흐름의 길에 들어서기 까지의 정신활동이라 하였다. 또한 

고성제와 집성제의 대상의 범주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이라 

하였다. 이는 다름아닌 존재론을 말한다. 그런데 멸성제와 도성제는 

오로지 추론을 통해서 파악 될 뿐이라 하였다. 이는 인식론이라 볼 수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임을 말한다.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다. 존재에서 깨달음을 얻는 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당면한 괴로움을 벗어 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런 지혜는 존재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앎과 봄에 따른 인식론에 바탕을 둔다. 그럼에도 “나는 무엇인가?(Kiṃ 

nu khosmi)”가 라든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Ayaṃ nu kho satto kuto āgato? So kuhiṃ gāmī 

bhavissatī)”라고 의문 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런가? 나가 있다고 보는 유아론적 관점은 존재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에 근거 하는 한 불교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표로 요약하면 

  

모든 번뇌의 경에는 관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 뿐만 아니라 모두 

일곱 가지 번뇌를 끊는 방법이 소개 되어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임으로써 세 가지의 

결박, 개체가 있다는 견해,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 

사성제의 진리에 

정신활동을 기울임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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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여섯 가지 감각능력 

수호 

(시각,청각, 

후각, 미각, 능력, 

정신) 

  

수용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네 가지 필수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용하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 

사대필수품 수용 

(의복, 음식, 처소, 

필수약품)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adhivāsanā 

pahātabbā 

“인내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인내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신체의 괴로움을 

인내함 

(추위나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 

악의적 으로 표현된 

말, 괴롭고 아프고 

저리고 찌르고 

불쾌하고 치명적인 

신체적 느낌이 

생겨난 것을  

참아내는 것) 

피함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parivajjanā 

pahātabbā 

“피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피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자리, 

적당하지 않은 장소, 

악한 친구를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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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제거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제거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팔정도에서 

정사유실천 

(욕망과 분노와 

폭력의 사유를 제거) 

  

수행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행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칠각지 수행 

(새김, 탐구, 정진, 

희열, 안온, 집중, 

평정) 

  

  

  

  

모든 번뇌의 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찰에 의해 끊어져야 하는 

번뇌(āsavā dassanā pahātabbā)’ 이다. 이는 정신활동을 어디에 

기울어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는 무엇인가?’ 등 15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바른 정신활동일 갖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오히려 번뇌만 야기할 뿐이라 하였다. 바른 정신활동을 

기울어야 할 것은 사성제의 진리를 통찰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당면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근원 유신견(有身見) 

  

말룽끼야뿟따는 ‘이 세상은 유한한가?’등으로 부처님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당면한 괴로움의 해결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사성제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번뇌의 경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며 존재론적 

접근방식은 번뇌만 야기할 것이라 하였다. 그 대신 사성제를 설하였다.  

  

부처님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었을 때 유신견과 가르침에 

대한 의심과 규범과 집착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개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有身見)’이 모든 번뇌의 근원중의 근원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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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신견 타파야말로 모든 번뇌의 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다.  

  

  

Yo nājjhagamā bhavesu sāraṃ  

vicīnaṃ pupphamīva udumbaresu,  

So bhikkhu jahāti orapāraṃ  

urago jiṇṇamiva tacaṃ purāṇaṃ.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아도 얻지 못하듯,  

존재들 가운데 어떠한 실체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st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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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상의 공양이란 무엇인가? 

  

  

  

최근 한국불교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과연 기도라는 

말은 적합할까? 기도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이 좋을까? 아마 

‘불공’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절에 기도하러 

간다”는 말 대신 옛날부터 써 왔던 “절에 불공드리러 간다”는 말이 

더 낫다.  

  

공양을 바라는 자가 있는데 

  

불공이란 문자 그대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양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양을 빠알리어로 ‘뿌자’라 한다. 뿌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먼저 뿌자와 관련된 게송이 있다. 법구경 73 번 

게송에 공양을 바라는 자가 있다.  

  

  

Asantaṃ bhāvanamiccheyya  아산땅 바와나밋체이야 

purekkhārañca bhikkhusu;  뿌렉카란짜 빅쿠수 

Āvāsesu ca issariyaṃ,  아와세수 짜 잇사리양 

pūjā parakulesu ca.   뿌자 빠라꿀레수 짜. 

(Dhp73) 

  

  

그는 헛된 특권을 바란다. 

수행승 가운데 존경을 

처소에서는 권위를,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Dhp73, 전재성님역) 

  

  

愚かな者は、�にそぐわぬ�しい尊敬を得ようと願うであろう。 

修行僧らのあいだでは上位を得ようとし、 

僧房にあっては�勢を得ようとし、 

他人の家に行っては供養を得ようと願う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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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p73, 中村元역)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승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란다. 

 (Dhp73, 법정스님역) 

  

  

愚人貪利養  우인탐리양 

求望名譽稱  구망명예칭 

在家自興嫉  재가자흥질 

常求他供養  상구타공양 

  

(Dhp73, 한역) 

  

  

어리석은 비구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비구들의 위에 서려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까지 존경받으려 한다. 

  

 (Dhp73, 거해스님역) 

  

  

He would want unwarranted status, 

preeminence     among monks, 

authority       among monasteries, 

homage      from lay families. 

 (Dhp73, Thanissaro Bhik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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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헛된 특권을 바라는가? 

  

73 번 게송에서 ‘그는 헛된 특권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Asantaṃ bhāvanamiccheyya: DhpA.II.76-77 에 따르면, 어리석은 

수행승은 존재하지 않는 특권을 바란다. 믿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기를!’하고 원한다.  

  

Niddesa 에서 악욕(惡欲: pāpicchatā)이라는 용어아래 언급된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없고, 계행을 지키지 않고, 배움이 없고, 분별이 없고, 

나태하고, 새김이 부족하고, 집중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취기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여기 

믿음이 있고, 계행을 지키고 배움이 많고 , 분별이 있고, 나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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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새김이 확립되고, 집중이 있고, 지혜롭고,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허구적인 

특권을 원한다. 

(739 번 각주, 전재성님) 

  

  

헛된 특권에 대하여 허구적인 특권이라 하였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말은 

bhāvanaṃ의 번역이다. bhāvanaṃ은 ‘Consideration, reputation’의 

뜻으로 평판의 뜻이 있다.  Bhāvanamiccheyya 는 잘못된 평판을 말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계행이 엉망인 자가 계행을 지키는 척 하며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행뿐만 아니라 믿음, 분별, 

나태하지 않음, 알아차림, 집중, 지혜로움, 취기에 취하지 않는 것도 

해당된다. 낮에 한 말 다르고 밤에 행동하는 것이 다른 자를 말한다.  

  

승려들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국불교는 모순투성이다. 스님이 불륜을 저질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바라이죄를저지르면 목이 잘릴만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승단추방 (pārājika)이다. 살생이나 절도, 거짓말, 음행 등 오계를 

어기는 자는 승단추방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한다. 사회라면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스님이 절도를 하고, 표절을 하고, 

음행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을 하고, 음주를 해도 승단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견책등 가벼운 처벌로 그친다. 그러면서도 삼보의 

하나인 승보로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수행자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누려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명예를 

바라고 권력을 탐한다면 수행자라 볼 수 없다. 어리석은 수행자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바란다.  

  

게송에서 ‘수행승 가운데 존경을 바란다(purekkhārañca bhikkhusu)’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수행승들 가운데 추종자를 원한다”라 

하였다.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문중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어리석은 수행자는 ‘처소에서 권위를 바란다(Āvāsesu ca 

issariyaṃ)’라고 하였다.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issariyaṃ의 



`218 

 

번역어이다. issariyaṃ은 ‘Dominion, supremacy’의 뜻으로 지배를 

뜻한다. 승단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여 교단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는 공양을 

바란다.(pūjā parakulesu ca)’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나에게만 보시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말기를!”하며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pūjā 라는 말이 있다. 이를 공양이라 

번역하였다.  

  

한국불교에서는 언행이 일치 되지 않는 승려들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바란다. 이런 승려들에게 재가불자들은 공양을 한다. 과연 승려들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가? 

  

공양이란 무엇인가?  

  

공양을 뜻하는 빠알리어가 ‘뿌자(puja)’이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puja 의 제 1 의 뜻은 ‘honour, respect, homage’ 이고, 제 2의 

뜻은 ‘worship, devotional observances, devotional offerings; also 

offerings to monks.’으로 되어 있다. 뿌자의 뜻이 명예, 존경, 귀의의 

뜻이 있고, 또 예배, 헌공, 승려에게 공양하는 것의 의미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마치 유일신교의 기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불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불공이라는 말의 유래는 뿌자에서 기원한다. 

  

뿌자와 기도는 다른 말이다. 기도는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여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뿌자는 예배하고 찬탄하고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는 초월적 존재와의 주종관계로서 일종의 계약관계이지만 뿌자는 

헌공과 공양의 의미가 더 크다.  

  

뿌자에 대한 첫 번째 의미 

  

뿌자에 대한 첫 번째 의미로서 ‘honour(영광), respect(존경), 

homage(경의)’가 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공양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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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따니빠따 ‘위대한 축복의 경(망갈라경,Sn2.4)’의 한 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sevanā ca bālānaṃ    아세와나 짜 발라낭 

paṇḍitānañca sevanā,   빤디따난짜 세와나 

Pūjā ca pūjanīyānaṃ   뿌자 짜 뿌자니야낭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세존]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에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59) 

  

  

게송에서 뿌자와 관련된 구절은 “Pūjā ca pūjanīyānaṃ”이다. 

전재성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라 번역하였다. 여기서 

뿌자는 존경(respect)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른을 공경하는 등 

일반적으로 의미에서 공양은 존경을 의미한다.  

  

뿌자에 대한 두 번째 의미 

  

뿌자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worship, devotional observances, 

devotional offerings; also offerings to monks.’의 뜻이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다. 즉 ‘불공’을 말한다.  

  

불공과 관련하여 PCED194 에서는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을 

예로 들고있다. 관련 구절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Na kho, ānanda, ettāvatā tathāgato sakkato vā hoti garukato vā 

mānito vā pūjito vā apacito vā. Yo kho, ānanda, bhikkhu vā 

bhikkhunī vā upāsako vā upāsikā vā dhammānudhammappaṭipanno 
viharati sāmīcippaṭipanno anudhammacārī, so tathāgataṃ sakkaroti 

garuṃ karoti māneti pūjeti apaciyati [idaṃ padaṃ sīsyāipotthakesu 

na dissati], paramāya pūjāya. Tasmātihān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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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mmānudhammappaṭipannā viharissāma sāmīcippaṭipannā 
anudhammacārinoti. Evañhi vo, ānanda, sikkhitabba ’’ nti. 

  

그러나 아난다여, 이러한 것으로 여래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경배받고 

예경받고 숭배받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수행자나 수행녀나 남녀 

재가신자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공양으로 여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경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들은 ‘우리는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 

행하리라.’라고 배워야 한다. 

  

(Mahāparinibbānasutta-마하빠리닙바나경, 디가니까야 D16,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이러한 것으로 존경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러한 

것이란 무엇일까? 이는 바로 이전 구문을 말한다. 이전 구문을 보면 

‘때 아닌 살라쌍수 꽃이 핀 이야기’가 나온다. 경에 따르면 그 꽃들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부처님의 몸에 쏟아지고 떨어지고 흩날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존경(Sakkato), 존중(Garukato), 경배(Mānito), 

예경(Pūjito), 숭배(Apacito) 이렇게 다섯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꽃을 바치고 꽃을 뿌리는 것 등을 공양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것이 공양이 아니라 하였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공양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나 수행녀나 남녀 

재가신자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공양”이라 하였다.  

  

여기서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이라는 말은 

‘dhammānudhammappaṭipannā’의 번역어이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라 하였다. 이는 구출세간간법이라 한다. 

또는 구차제정이라 한다. 또 사향사과와 열반을 말한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라 하였다. 여기서 

최상의 공양이라는 말은 ‘paramāya pūjāya’의 번역어이다. Paramā 가 

superior; best; excellent 의 뜻이고, pūjā 는 ‘worship, devotional 

observances, devotional offerings; also offerings to monk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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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양의 두 번째 의미는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불공이다.  

  

최상의 공양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불자들이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불공이라 한다. 그렇다면 최상의 공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paramāya pūjāya: Smv.579 에 따르면, 그 자양을 여읜 

공양(nirāmisapūjā)이 나의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사부대중이 

그 공양으로 나를 공양하는 한, 나의 가르침으로 천공에 있는 

보름달처럼 빛나기 때문이다. 

  

(디가니까야 1176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뿌자에 대하여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야 

오랫동안 가르침이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양을 여읜 

공양(nirāmisapūjā)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말일까? 이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에서는 “There are two kinds of worship: in a 

material way (āmisa-pūjā) and through (practice of) the Dhamma 

(dhamma-pūjā). The worship through (practice of) the Dhamma is the 

better of the two" (A. II)”라 설명되어 있다. 공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 공양과 가르침의 실천 하는 것이라 하였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앙굿따라니까야 ‘A.I,93’에 실려 있다. 열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Dvemā, bhikkhave, pūjā. Katamā dve? Āmisapūjā ca dhammapūjā ca. 

Imā kho bhikkhave, dve pūjā. Etadaggaṃ, bhikkhave, imāsaṃ dvinnaṃ 

pūjānaṃ yadidaṃ dhammapūjā” ti.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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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예배가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물질적 예배와 정신적 예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예배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정신적 예배가 더 수승하다. 

  

(pūjāsutta-예배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2.159,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두 가지 뿌자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물질적인 것은 

‘아미사뿌자’를 말하고, 정신적인 것은 ‘담마뿌자’를 말한다. 

그런데 담마뿌자가 더 ‘수승(Etadaggaṃ)’하다고 하였다.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보시에 대해서도 정신적 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보시가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물질적 보시와 정신적 보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보시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운데 정신적 보시가 더 

수승하다.(A2.144)”라는 구절에서 일 수 있다.  

  

여기서 정신적 보시는 담마다나(dhammadāna)를 말한다. 한자어로 

‘법보시(法布施)’라 한다.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여도 사구게 등을 타인에게 설해준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중요함을 말한다. 그런데 

앙굿따라니까야에서도 법보시가 재보시보다 더 수승하다는 말이 나온다. 

마치 금강경의 오리지널 버전을 보는 듯 하다.  

  

  

부처님은 뿌자를 할 때 물질적 뿌자보다 담마뿌자가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를 말한다. 사향사과와 열반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러나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수행자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가서 음식, 의복 등 

네 가지 필수품을 존경의 마음으로 보시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수행자는 언행이 일치 되지 않는 자로서 공양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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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공양이고 스님에게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라 한다. 물론 불전함에 돈을 넣는다거나 불단에 공양물을 올려 

놓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공양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사향사과와 

열반을 실천하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양은 명백하다. 물질적 공양도 아니라 

정신적 공양이다. 빠알리어로 ‘담마뿌자’이다. 법공양을 말한다. 

보시에도 물질적 보시 보다 법보시(담마다나)가 더 수승하듯이, 물질적 

공양보다 정신적 공양(담마뿌자)이 더 수승하다. 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수행자나 수행녀나 남녀 재가신자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공양(D16)”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불자들은 기도라는 말을 잘 사용한다. 절에서도 거리낌 없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시불공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사시기도라 하고, 초하루 

불공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초하루기도라 한다. 기도라는 말은 불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유일신교에서는 초월적 존재에게 믿고 의지하며 

은총을 바라는 것으로서 유신론적이다. 아마 불자들은 불보살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본다면 불보살과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공양물을 올리는 대신 대가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두 그루의 사라쌍수에서 아름다운 꽃이 뿌려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으로 여래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경배받고 예경받고 

숭배받는 것이 아니다.(D16)”라고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공, 담마뿌자이다.  

  

  

2015-06-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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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모티브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는 말이 있다. 대승불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이다. 때로 소승비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 

말의 모티브가 되는 말이 초기경전에 보인다. 맛지마니까야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So vata, cunda, attanā palipapalipanno paraṃ palipapalipannaṃ 

uddharissatīti netaṃ ṭhānaṃ vijjati. So vata, cunda, attanā 

apalipapalipanno paraṃ palipapalipannaṃ uddharissatīti ṭhānametaṃ 

vijjati. So vata, cunda, attanā adanto avinīto aparinibbuto paraṃ 

damessati vinessati parinibbāpessatīti netaṃ ṭhānaṃ vijjati. So 

vata, cunda, attanā danto vinīto parinibbuto paraṃ damessati 

vinessati parinibbāpessatīti ṭhānametaṃ vijjati. 

  

[세존] 

“쭌다여,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쭌다여, 스스로 진흙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참으로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다. 쭌다여,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수련시키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수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쭌다여, 자신을 

제어하고 수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킨 사람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수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Sallekhasutta-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맛지마니까야 M8, 전재성님역) 

  

  

물에 빠져 있는 자가 물에 빠져 있는 자를 구할 수 없다. 수영이 

능숙하다면 모를까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하여 물에 들어간다면 함께 

물귀신 되기 쉽다. 경에서는 물 대신 진흙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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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 하였다.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attanā palipapalipanno)’이란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진흙이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palipa’이다. Palipa 는 

a marsh(습지, 늪지대)를 말한다. 탐진치의 세간에 사는 일반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라 하였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attanā 의 번역어이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atta 는 ‘self, ego, personality’의 뜻으로 오온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attanā palipapalipanno)’이라는 말은 ‘유아견’을 가진자라 볼 

수 있다.  

  

오온에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진흙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참으로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라 하였다. 

가르침을 실천한 자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쭌다여, 자아에 대한 이론과 관련되거나 세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하여 수많은 견해가 세상에 생겨났다. 이러한 견해가 생겨날 때, 

이러한 견해가 잠재할 때, 이러한 견해가 돌아다닐 때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이와 같은 견해는 

버려지고 이와 같은 견해는 폐기된다.(M8)”라 하였다.  

  

경에 따르면 자아론과 관련하여 생겨남과 잠재,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자아관념이 

‘생겨난다(uppajjanti)’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견해가 일어남을 말한다. 또 ‘잠재한다(anusenti)’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자꾸만 탐닉하여 견고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돌아다닌다(samudacāranti)’라는 것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유아론자가 선정에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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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관념의 대상은 오온 즉,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말한다. 

오온이 자신의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그렇다면 유아론자가 선정에 

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Ṭhānaṃ kho panetaṃ, cunda, vijjati yaṃ idhekacco bhikkhu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eyya. Tassa 

evamassa – ‘ sallekhena viharāmī ’ ti. Na kho panete, cunda, 

ariyassa vinaye sallekhā vuccanti. Diṭṭhadhammasukhavihārā ete 
ariyassa vinaye vuccanti. 

  

[세존] 

“쭌다여, 어떤 수행승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나는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쭌다여, 고귀한 님의 계율에서는 이것들을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귀한 자의 계율에서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부른다.” 

  

(Sallekhasutta-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맛지마니까야 M8,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 이는 마지막 구절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가르침을 실천한 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유아론자의 선정삼매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부처님은 유아론자가 선정삼매를 즐기는 것에 대하여 ‘버리고 없애는 

삶’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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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I.186 에 따르면, 부처님은 장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른 

과대평가자의 유형, 팔선정을 성취하고 자신들을 진정한 고행으로서 

버리고 없애는 삶(sallekha)을 닦았다고 믿는 자들에 관해 말한다고 

설명한다. 원래 그 삶은 금욕적 또는 고행적인 수행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 말을 더러움에 대한 근본적인 삭제 또는 제거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팔선정의 성취는 불교적 수행에 포함되지만, 이것들을 성취한 

수행승들은 MN.52, MN.64 에서 예로서 묘사된 경우처럼, 이것들을 통찰의 

기초로서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복과 평정을 누리는 수단으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67 번 각주, 전재성님) 

  

  

유아론자가 선정삼매를 성취하였을 때 단지 행복과 평정을 누리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현법열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런 현법열반론은 

62 가지 사견에 속한다. 그렇다면 현법열반론이란 무엇인가? 

  

현법열반론이란 무엇인가? 

  

마하시사야도에 따르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감각적 쾌락을 완벽하게 

누릴 시간은 바로 이 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법열반론(現法涅槃論)으로서, 디가 니까야, 

<계온품(戒蘊品)〉의「범망경(梵網經 Brahmājala Sutta)」(D1)에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62 가지 사견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하였다. 

현법열반론은 결국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법열반론의 정형구는 “벗이여,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벗이여,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D1)”로 설명된다. 현법열반론이 자아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법열반론자들은 오온이 내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 희열, 행복, 평정 등을 즐기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현법열반론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주장한다.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만을 이야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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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이와 같은 현법열반론은 유사열반 또는 가짜열반론과 같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붓다가 출현하기 전에도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감각적 쾌락은 

지고의 행복이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은 지금 이 생에서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내생의 지복을 기다리며 즐거움을 누릴 귀중한 현재의 순간을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완벽하게 누릴 시간은 바로 이 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법열반론(現法涅槃論)으로서, 디가 니까야 

<계온품(戒蘊品)〉의「범망경(梵網經 Brahmājala Sutta)」(D1)에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62 가지 사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열중하는 

문제이지 수행자와 비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비구에게 있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비난했던 세속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비구가 세속의 번잡스러움이나 이성(異性)의 유혹에 교란 받지 

않고 출세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매우 공경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필요한 것까지도 

희생해가면서 수행자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과 가사를 바칩니다. 비구가 

사람들의 보시로 생활하면서 재가자와 똑같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매우 부적절 합니다.  

  

더구나 비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세상을 버립니다. 만약 비구가 재가자처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고귀한 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는 즐거운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하시사야도, 초전법륜경 법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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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열반론은 이 몸과 마음이 살아 있을 때 이 생에서 완벽한 쾌락을 

향유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은 부처님 당시도 

있었고 현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자아론에 기반하여 말한다면 

현법열반론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만을 

말한다면 내생은 의미가 없다. 이는 마하시사야도가 “존재하지 않는 

내생의 지복을 기다리며 즐거움을 누릴 귀중한 현재의 순간을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라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법열반론은 철저하게 자아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선정을 성취하였을 때 머물고 만다. 선정에 대하여 

통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행복과 평정을 누리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선을 증득한 뒤에 그것에서 출정하여 

형성된 것을 명상하지 않음을 말한다. 선정수행만 할 뿐 위빠사나 

수행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선정삼매는 의도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MN52 를 열어 보라고 하였다. 맛지마니까야 ‘앗타까나가라의 경’에서 

아난다는 “첫 번째 선정도 형성되고 의도된 것이다.(M52)”라 하였다.  

선정삼매가 마음의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아난다는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상하고 소멸하는 것이다.(M52)”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명을 보고 즐기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청정도론에 십경계가 있다. 수행중에 열 가지 경계가 일어남을 말한다. 

그 열가지는 ①광명 ②희열 ③경안 ④결심 ⑤분발 ⑥행복 ⑦지혜 ⑧확립 

⑨평온 ⑩욕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열 가지는 ‘비법’이다. 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법이 아닌 것이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수행중에 빛을 보았을 때 “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라는 착각이 일어 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광명을 

즐기면서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광명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바른 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나에게 이런 광명이 일어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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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났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하였다. 통찰수행이 뒤따라야 함을 

말한다. 이것이 바른 수행이라 하였다.  

  

선정삼매는 의도된 것이다. 의도된 것에 안주하여 행복과 평온을 즐기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 법도 아니다. 의도되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버리고 없애는 삶(sallekha) 44 가지 

  

부처님은 “스스로 진흙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유아론에 빠진 자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세상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한다. 탐욕으로 사는 자가 

탐욕으로 사는 사람을 탐욕탐욕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누가 진흙에 빠진 자를 구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44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버리고 없애는 

삶(sallekha)’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들이 잔인하더라도 우리는 잔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 ‘다른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빼앗더라도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4) ‘다른 사람들이 순결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결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5)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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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하더라도 우리는 이간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7) ‘다른 사람들이 욕지거리하더라도 우리는 욕지거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8) ‘다른 사람들이 꾸며대더라도 우리는 꾸며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9)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0) ‘다른 사람들이 성내는 마음을 갖더라도 우리는 성내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1)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견해를 

지닐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2)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유를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사유를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3)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언어를 쓸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4)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5)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6)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진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정진을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7)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새김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새김을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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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19)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지혜를 갖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지혜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0)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해탈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해탈을 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1) ‘다른 사람들이 해태와 혼침에 묶이더라도 우리는 해태와 혼침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2) ‘다른 사람들이 흥분과 회한에 사로잡히더라도 우리는 흥분과 

회한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의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4) ‘다른 사람들이 악의를 갖더라도 우리는 악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5) ‘다른 사람들이 원한을 품더라도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6)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7) ‘다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우리는 횡포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8)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더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29) ‘다른 사람들이 인색하더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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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1) ‘다른 사람들이 기만하더라도 우리는 기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2) ‘다른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3) ‘다른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4)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고하기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충고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5) ‘다른 사람들이 나쁜 벗이 되더라도 우리는 좋은 벗이 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6)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7)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8)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39) ‘다른 사람들이 창피함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창피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40) ‘다른 사람들이 배움이 적더라도 우리는 많이 배울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41) ‘다른 사람들이 태만하더라도 우리는 애써 정진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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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른 사람들이 새김을 확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깊은 새김의 

확립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43)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를 가출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44) ‘다른 사람들은 세속에 집착하여 자기 울타리를 치고 그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세속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것에서 쉽게 벗어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Sallekhasutta-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맛지마니까야 M8, 전재성님역) 

  

  

물에 빠지지 않은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라면 

팔을 건네서 구할 수 있고, 먼 거리라면 밧줄을 던져서 구해 낼 수 

있다. 수영할 줄 안다면 헤엄쳐서 구할 수 있다. 이는 경에서 “스스로 

진흙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참으로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승에서 말하는 상구보리하화중생과 같은 말이다.  

  

하화중생과 관련된 말 

  

경의 말미에 하화중생과 관련된 말이 있다. 그것은 “쭌다여, 나는 

그대에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그대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대들을 

연민하여 자비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행했다.(Yaṃ kho, cunda, 

satthārā karaṇīyaṃ sāvakānaṃ hitesinā anukampakena anukampaṃ 

upādāya, kataṃ vo taṃ mayā., M8)”라는 대목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연민(anukampaka)과 자비심(anukampa)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자비스런 스승의 임무는 진리에 대한 

전도 되지 않은 가르침이다.”라 하였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자비심으로 

회향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 물에 빠진 자가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자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영도 못하는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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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 숫따니빠따 ‘나룻배의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마치 사람이 물이 넘치고, 홍수가 져서,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가 어찌 남을 건네 줄 수 있겠는가. (stn319)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해 내지 못하듯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는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나 심지어 의미를 거꾸로 파악하는 자는 물에 

빠진 자를 구해 낼 수 없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할 수 없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는 이치와 똑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stn320)”라 하였다. 

  

  

2015-06-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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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비의 축원 

  

  

수행승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이득을 위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열반의 길이 있다.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 할 때, 또 명예와 

칭송을 바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수행자는 항상 열반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Aññā hi lābhūpanisā,  

aññā nibbānagāminī; 

Evametaṃ abhiññāya,  

bhikkhu buddhassa sāvako; 

Sakkāraṃ nābhinandeyya,  

vivekamanubrūhaye. 

  

하나는 이득을 위한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이와 같이 곧바로 알아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제자로서 

명성을 즐기지 말고  

멀리 여읨을 닦아야 하리. 

(Dhp75, 전재성님역) 

  

  

손을 구부려 많은 이익을 취하는 행위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는 이득을 위한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Aññā hi lābhūpanisā, aññā nibbānagāminī: DhpA.II.102 에 따르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알려진 것이 하나이고 열반으로 이끄는 과정이 

다른 하나이다.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수행승에 의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가 행해진다. 그는 굽어진 부정한 행위 등을 자주하게 

된다. 그가 굽어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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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죽에 손을 구부르지 않고 곧게 해서 집어넣으면, 손이 단지 

유미죽으로 묻어나지만, 손을 구부려서 집어넣으면, 유미죽의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굽어진 부정직한 행동을 자주함으로써 

이득이 늘어난다. 이것이 여법하지 못한 이득의 수단이다.  

  

반대로 여법한 이득은 구족계를 받는 것, 가사를 입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도반을 갖는 것, 숲속에서 사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완성하려는 수행승은 굽어진 부정직한 행위와 같은 것을 

버려야 한다.  

  

굽어진 부정직한 행위에 대하여, 그는 실제로 봉사가 아니더라도 봉사와 

같아야 하고, 실제로 벙어리가 아니더라도 벙어리와 같아야 하고, 그는 

실제로 귀머거리가 아니더라도 귀머거리와 같아야 한다. 그는 간교하고 

교활해서는 절대 안된다. 

  

(748 번 각주, 전재성님) 

  

  

유미죽 단지를 예로 들어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손을 

구부려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부정직한 행위에 대하여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있는 것에 대하여 눈 감고, 입을 다물고, 

귀를 막아야 함을 말한다.  

  

구부러진 것에서 벗어나야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대웅전에 귀막은 원숭이 조각상이 있다. 안내 

표지판에는 “절을 짓던 목수의 사랑을 배반하고 도망친 여인을 조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쁜 짓을 경고 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 추녀상을 조각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전설속의 

이야기이다. 아마 원숭이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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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 원숭이상 

  

  

일본 동조궁에는 귀막은 원숭이 뿐만 아니라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린 

원숭이 상이 있다고 한다. 왜 눈과, 귀와 입을 막았을까?  

  

  

 
일본 동조궁의 세 마리 원숭이 

  

  

이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게 함이 

좋다.”라는 내용이라 한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사에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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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 마리 원숭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주석에서와 같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 등 

수행자로서 취해서는 안될 구부러진 것에 대하여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 같아야 한다는 말과 일치 한다. 

  

구부러진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송이 있다. 테리가타에 뭇따빅쿠니는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오! 자유! 정말로 나는 벗어났다. 

세 가지 굽은 것들에서 벗어났다. 

절구, 절구공이, 그리고 

마음이 비뚤어진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윤회로 이끄는 것은 뿌리째 뽑혔다.” 

(테리가타 11, 뭇따비구니) 

  

  

여법한 보시는 받아야  

  

게송의 세 번째 구절 “이와 같이 곧바로 알아(Evametaṃ 

abhiññāya)”가 있다.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수단과 열반으로 이끄는 과정을 알고 나서(DhpA.II.102)”라는 뜻이다.  

  

네 번째 구절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제자로서(bhikkhu buddhassa 

sāvako)”가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제자란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나 충고와 교훈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깨달은 님[佛]은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DhpA.II.103)”라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수행승(bhikkhu)은 제자(sāvaka)와 동격임을 알 수 있다. 

Sāvaka 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아라한을 제외한 성스런 제자를 

말한다. 더 배울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학(有學)’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구절 “명성을 즐기지 말고(Sakkāraṃ nābhinandeyya)”의 

의미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명성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수행승은 

여법하지 못한 네 가지 필수품을 받아 들이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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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법한 네 가지 필수품을 거절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다.(DhpA.II.103)”라고 설명 되어 있다.  

  

수행승에게 네 가지 필수품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정한 삶을 유지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법한 것을 받아서는 

당연히 안된다. 그런데 필수품을 제공하였을 때 거절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보시자가 공덕 짓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 주어야 함을 

말한다. 수행승은 필수품을 받아서 삶을 유지 하고 재가자는 

보시함으로서 공덕을 짓게 되어 서로 이익이 된다. 

  

세 가지 여읨에 대하여 

  

여섯 번째 구절에서 “멀리 여읨을 닦아야”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Vivekamanubrūhaye : DhpA.II.103 에 따르면, 신체적 멀리 

여읨(kāyaviveka)과 정신적 멀리 여읨(cittaviveka)과 존재적 멀리 

여윔(upadhiviveka)이 있다. 신체적 멀리 여읨은 신체적으로 홀로 

지내는 것이고, 정신적 멀리 여읨은 여덟 가지 성취[八成就: aṭṭa 
samapattiyo]를 말한다. 존재적 멀리 여윔은 형성에 대한 집착을 없애 

준다.  

  

신체적 멀리 여읨은 정신적 멀리 여읨의 조건이 되고, 정신적 멀리 

여읨은 존재적 멀리 여윔의 조건이 된다. 신체적 멀리 여읨은 여읨을 

즐기는 대중으로 부터도 신체적으로 물러서는 자들의 특징이고, 정신적 

멀리 여읨은 마음의 최상의 청정에 도달하여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특징이다. 존재적 멀리 여윔은 일체의 집착대상이 없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서 해탈한 자들의 특징이다. 

  

(752 번 각주, 전재성님) 

  

  

여윔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빠알리어 viveka 를 말한다. 빠알리 사전에 

따르면 ‘detachment, loneliness, separation, seclusion’의 뜻이다. 

한자어로는 ‘離, 遠離, ��’라 되어 있다. 이 단어가 들어간 

초기경이 다수 있다. 그중에 ‘S.I,2’을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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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환희를 부수고/ 지각과 의식을 부수고 느낌의 소멸을 

그침으로써/ 벗이여, 이와 같이 해서 뭇삶들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여읨에 관해 나는 안다네. (S1:2)”와 같은 게송이 있다. 게송에서 

“해탈과 자유와 멀리 여읨에 관해 나는 안다네(Sattānaṃ nimokkhaṃ 

pamokkhaṃ vivekanti)”라 하였다. 여기서 ‘멀리 여읨’이 

‘viveka’에 대한 번역어이다.  

  

장로 띳싸와 관련된 이야기(Vanavasitissattheravatthu) 

  

주석에 따르면 세 가지 여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존재적 여의고 닦아야 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인연담이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숲에 사는 장로 띳싸와 

관련된 이야기(Vanavasitissattheravatthu)이다.  

  

라자가하 시에 바라문 마하쎄나(Mahasena)가 살았는데, 그는 싸리뿟따의 

아버지인 방간따의 친구였다. 장로 싸리뿟따는 가난한 마하쎄나의 집을 

찾아 문 앞에서 탁발을 구하곤 했다. 그러나 마하쎄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창피해서 그때마다 몸을 감추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사제의 독경회에서 쌀죽과 의복을 얻은 마하쎄나는 

그것을 모두 장로 싸리뿟따에게 보시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장로 

싸리뿟따에 대한 존경 때문에 싸밧티시의 한 싸리뿟따의 후원자의 

아내의 태에 들었다. 그녀는 너무 뜨겁거나 찬 것이나 신 것을 먹지 

않고 모태에 태아를 보호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축제가 있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 입혔다. 백천 냥의 가치가 있는 

담요가 깔린 호화로운 침대에 눕혔다. 그는 거기에 누웠지만 장로를 

보고 ‘이분은 나의 전생의 스승이다. 그 분을 통해서 나는 성취를 

얻었다. 나는 이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담요를 집어서 장로 앞으로 놓았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다고 하자, 장로 싸리뿟따는 자신의 어렸을 때의 이름인 

우빠띳싸(Upatissa)를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은 띳싸(Tissa)라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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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일곱 살이 되자 ‘어머니, 나는 장로에게 출가해서 수행승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장로 싸리뿟따에게 

출가시켜 사미로 만들었다. 장로는 그에게 ‘띳싸여, 수행승의 삶은 

어렵다. 더운 것을 좋아하면 찬 것을 얻게 되고, 찬 것을 좋아 하면 

더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다. 사미는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로는 신체의 부정관을 통해서 신체의 첫 다섯 가지 구성부분을 

관찰하는 명상주제를 주었다. 사미 띳싸는 여러 마을에서 탁발하며 여러 

곳에서 수행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면 ‘나는 그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행한지 석달만에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그러자 장로 

싸리뿟따와 오백 명의 수행승들과 마하 목갈라나와 오백명의 수행승들, 

그리고 대장로들이 숲속의 사미 띳싸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장로 싸리뿟따를 맞아 설법을 요청하자 싸리뿟따는 

사미 띳싸에게 ‘띳싸여, 그대의 후원자들이 가르침을 원한다. 그들에게 

법문을 설하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미 띳싸는 행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했다. 그는 존재의 다발, 인식의 세계, 

감각의 영역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면 행복을 

얻고,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띳싸의 설법이 끝나자 장로 싸리뿟따는 사미의 설법에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불만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제따 숲에서 띳싸의 법회광경을 관찰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투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띳싸의 설법이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말했다. 

  

마을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도 공양을 올리게 되어 

더욱 기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띳싸여, 숲속에서 짐승소리를 

듣는 곳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묻자, 그는 세존이시여,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짐승들의 소리를 들을 때, 숲에 대한 자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따 숲으로 돌아 왔다. 법당에서 수행승들이 사미 

띳싸를 칭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쫓는 길과 열반을 추구하는 

길이 있는데, 열반을 추구하는 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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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으로 들어 가서  노력하고 정진하여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하나는 이득을 위한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이와 같이 곧바로 알아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제자로서 명성을 즐기지 말고  멀리 여읨을 닦아야 하리.’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법구경 75 번 게송 인연담, Vanavasitissattheravatthu - 숲에 사는 

장로 띳싸와 관련된 이야기, 전재성님) 

  

  

자비의 축원 

  

인연담에서 사미 띳싸가 탁발을 나가서 축원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나는 그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라는 말이다. 이는 자비의 축원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자애의 마음이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탁발하며 자비의 축원을 하였을 때 삼개월만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나이 어린 사미가 아라한이 되어 법문하게 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이 증명해 준다. 부처님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띳싸의 설법이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려도 

거룩한 경지, 즉 아라한이 되면 대중들 앞에서 설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나이는 듣는 사람이나 설법한 사람이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015-07-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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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비가 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비가 내립니다. 가는다란 비 입니다. 

수도권에는 고작 5-10 밀리 될 것이라 하나 열기를 식혀 주기에 충분 

합니다. 모든 오염물질을 씻어 내기에는 역부족 입니다. 

  

비 내리는 학의천 길을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급히 갈 이유가 없기 때문 

입니다. 쉼터에 앉아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비를 함께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외쳐 봅니다.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우리나라에 장마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은 짧습니다. 불과 한달여 

됩니다. 더구나 비도 오는 둥 마는 둥 하여 장마철인지 모를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열대지역의 경우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기 삼개월 동안은 비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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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우기, 몬순기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소치는 다니야’ 입니다. 원담스님의 글에서 옮겨와서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소치는 다니야 

  

마히(Mahi)강변에서 많은 소를 방목해 키우는 다니야(Dhaniya)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한 아들로 태어나 많은 황소와 암소, 그리고 사랑스런 

아내와 일곱 명의 아들딸이 있었다.  

  

그들은 우기의 사 개월은 고지대에 살고 나머지 팔 개월은 풀과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은 강변이나 호숫가에 머물렀다.  

  

인도의 기후를 몬순(Monsoon)이라 한다. 우기와 건기를 순환하는 

기후이다. 특히 건기에서 우기로 바뀔 무렵이면 자연과 인간의 표정이 

매우 극적으로 바뀐다.  

  

인도대륙의 땅이 황토 먼지 풀풀 날리며 메마를 때 산천초목은 작열하는 

땡볕 아래 고행자처럼 숨을 참는다. 그러다가 홀연히 폭우가 쏟아지면 

열기로 질식했던 대지가 숨을 토해내고 목말랐던 초목이 팔을 뻗어 

하늘을 향한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비를 맞으며 춤을 춘다. 

  

  

머리 위에 두텁게 쌓인 

몬순의 구름은, 

이 불타는 가슴에게는 기쁨입니다. 

  

비의 계절, 

억제할 수 없는 속삭임의 계절 

오, 부푸는 가슴이여, 

오, 하늘도 온통 물기에 젖어 있네. 

  

번갯불의 혓바닥이 가장 먼저 날름거리고 

천둥이 울리니, 

후드득 후드득 

발작하듯 

소낙비가 쏟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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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바람이 불어와 

여름철의 열기를 쫓아버리는구나. 

이제 거리로 나가 

  

제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어요.  

  

<미라바이의 노래> 

  

  

다니야는 비를 즐기면서 마냥 춤을 출 수는 없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홍수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 목동들은 우기의 징조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현명한 다니야는 49 일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져도 침수되지 않을 

지역에 튼튼한 외양간을 짓고 거처를 마련했다. 목재와 풀을 충분히 

모으고, 암소의 젖을 짜고 천둥 번개에 날뛸지도 모르는 송아지들을 

말뚝에 단단히 묶고, 벌레들을 쫓을 모깃불도 사방에 피웠다. 

  

예상대로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 무렵 머리를 깎은 낯선 손님이 

찾아 들었다. 따뜻한 화롯가에 모여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손님에게도 

넉넉히 대접을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즐거운 소란을 즐기는 찰나, 짙은 구름 사이로 

번갯불이 번쩍이며 바위라도 쪼갤 듯 우르릉거렸다. 행복한 다니야는 

소몰이막대로 장단을 치며 노래한다. 

  

  

1. 

[다니야]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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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3.  

[다니야]  

“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 늪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닐며, 

비가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4.  

[세존]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5.  

[다니야]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6. 

[세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 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7.  

[다니야]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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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8.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하므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9.  

[다니야]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기 밴 어미 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0.  

[세존]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 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1. 

[다니야]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2.  

[세존]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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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노래가 끝나고 검은 비구름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금세 언덕까지 찰랑거린다. 

  

다니야와 아내는 낯선 손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 다니야의 두 딸도 

그분의 발아래 공손히 합장한다. 사방에 가득한 빗소리를 들으며 

다니야가 여쭙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뇌로 가득 찬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14.  

[다니야]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15.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그때 악마가 다가와 속삭였다. 소치는 다니야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악마가 대화에 끼어들어 속삭이는 것으로 기술한다. 

  

  

16.  

[악마 빠삐만]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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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17.  

[세존]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Dhaniyasutta-다니야의 경, 숫따니빠타 Sn1.2, 전재성님역) 

  

(출처 :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소치는 다니야-

2015.5.4(월),원담스님)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전재성님 번역의 다니야 경이다. 중간에 실려 

있는 문구는 원담스님의 코멘트이다. 이 경에 대하여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다.  

  

Deva 의 의미는? 

  

게송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후렴구가 있다. 그것은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atha ce patthayasī pavassa deva)”라는 

말이다. 여기서 하늘이라 한 것은 deva 의 번역이다.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deva 는 ‘heavenly beings, deities’를 의미 

한다. 전재성님은 “하늘이여”라고 번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deva 는 

‘신이여’라는 뜻보다는 ‘구름이여!. 하늘이여!’라는 뜻이다.”라 

하였다. 또 주석서 Prj.II.28 에 따르면 deva 는 구름(megha)을 뜻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또 다른 빠알리 사전 ‘Concise P-E Dict’에 따르면 

deva 는 ‘[m.] 1. a deity; 2. the sky; 3. a rain cloud; 4. a 

king.’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늘이여!”라고 번역한 것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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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는 다니야나 부처님이나 공통적으로 “atha ce patthayasī pavassa 

deva(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 하였다. 그런데 

세속인 다니야와 부처님이 생각하는 deva 의 의미는 다르다. 소치는 

다니야가 생각하는 deva 는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생각하는 deva 는 ‘번뇌’를 상징한다. 이는 법구경에서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탐욕이 스며든다. (dhp13)”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흘러내리는 것은 번뇌를 상징한다. 번뇌를 뜻하는 빠알리어 

‘아사와(āsava)’ 역시 흘러 내리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만한 다니야 

  

소치는 다니야는 몬순기에 비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다. 몬순기 폭우를 

대비하여 지붕도 수리하고 제방도 손 보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안에는 착한 아내와 일곱명의 자식도 있고 많은 

소도 있어서 폭우가 내려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만 

하게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 한 것이다.  

  

이에 부처님 역시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 하신다. 

그것은 번뇌의 불을 꺼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오염원이 소멸된 

수행자에게 움막까지 열어 놓았을 때 다시 번뇌의 비가 내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역시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 한 것이다. 

  

소치는 다니야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만만 하다. 착하고 온순한 

아내도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다. 더구나 노동의 대가로 

살아 간다고 하였다. 그것도 착하게 산다고 하였다. 여기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간다(Attavetanabhatohamasmi)”라는 말은 착하고 건전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세상에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 

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지니고(A8.54)”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노동의 대가란 다름 아닌 ‘이마의 땀과 팔의 힘’으로 

벌어들인 것을 말한다.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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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하지 않으므로 빌어먹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무소유의 실천이다. 

청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탁발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숫따니빠따 까시바라드와자의 경이 있다. 바라문 바라드와자가 

부처님에게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세존]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리고 새김이 나의 쟁기 날과 몰이막대입니다. (stn77) 

  

몸을 수호하고 ,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에를 내려 놓는 것입니다. (stn78)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stn79)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stn80) 

  

(Kasibhāradvājasutta-까시바라드와자의 경, 숫따니빠따 Sn1.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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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도 노동을 한 것이다. 마음의 밭을 가는 노동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직업을 갖지 않아 놀고 먹는 것으로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부정관을 닦아야 

  

몬순기 소치는 다니야는 폭우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어린 

송아지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말뚝을 단단히 묶어 놓았다. 이를 본 

부처님은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꼬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Nāhaṃ punupessaṃ puna upessaṃ 

gabbhaseyyaṃ: stn29)”라 하였다.  

  

여기서 ‘모태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자애의 경(Sn1.8)에서 “na hi jātu gabbhaseyyaṃ punaretī(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와 같은 말이다. 여기서 

abbhaseyya 는 ‘The womb(자궁)’을 의미한다. 빠알리어 puna 는 

again(再)의 뜻으로 다시 태어남을 뜻한다. 따라서 “na hi jātu 

gabbhaseyyaṃ punaretī”의 의미는 ‘자궁에 들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모태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게송에서는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라 하였다. 여기서 넝쿨이라는 말이 

‘pūtilataṃ’이다. 영어로 ‘[f.] the creeper Coccolus 

Cordifolius.’의 뜻이다. 주석에 따르면 의학용 넝쿨식물의 일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몸이 실제로는 ‘썩은 냄새나는 

몸(pūtikāya)’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각주를 보면 디가니까야 ‘새김의 토대의 큰 

경(대념처경, D22)’의 문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N.II.294-295 에 따르면, 또한 몸에 대한 관찰로 중요한 것은 몸의 

실재적 모습을 분석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그 가운데는 피부로 

덮인 여러 부정물(不淨物)로 가득 찬 신체의 각부분이나 장기에 대한 

관찰, 땅, 물, 불 바람으로 구성된 신체에 대한 관찰 및 무덤에 버려진 

사체에 대한 관찰이 있다.  



`254 

 

  

먼저 부정물로 가득 찬 신체에 대한 관찰은 갈애에 수반되는 육체적 

쾌락이나 성적충동을 제어하고 소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관은 몸을 감각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 인식하는 지각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육체적 쾌락의 욕구를 소멸시킬 수 있다. 감각적 욕구는 

지각을 조건으로 한다. 육체적 매력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유래하며, 

부정관은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한다.  

  

경전은 마치 두 개의 구멍을 가진 푸대자루에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 

있듯이 이 신체를 32 가지 부정물-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배설물,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로 가득차 있는 푸대자루처럼 하나씩 그 내물을 열거하면서 분석적으로 

그 부정함을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91 번 각주, 전재성님) 

  

  

부정관을 하면 육체적 쾌락이나 성적충동을 제어하고 소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썩은 냄새나는 몸(pūtikāya)을 

관찰함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 났을 때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라 한 것은 번뇌의 비가 내려도 

결코 모태에 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법비(法雨)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후 경에서는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라 

되어 있다. 이 구문과 관련하여 전재성님은 후대 삽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삽입에 대하여 논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경에서 후렴구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구절에서 

비가 뿌려지는 것에 대하여 ‘법비(法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당신께 귀의 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stn31)”라고 말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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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다. 다만 받아 들이는 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서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라 하였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도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차별이 있듯이 받아들이는 자의 근기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비에 대한 것은 초기경전 도처에 보인다. 상윳따니까야 ‘의지처의 

경’에서는 “땅에 의존하는 뭇삶들은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들을 

키우네.(S1.54)”라 하여 대지의 여신과 같은 존재로서 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가르침과 비와 어머니가 동급임을 알 

수 있다. 

  

  

Vuṭṭhi alasaṃ analasañca  

mātā puttaṃva posati, 

Vuṭṭhiṃ bhūtūpajīvanti  

ye pāṇā paṭhaviṃsitāti.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듯, 

비가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니,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Pajjotasutta-불빛의 경, 상윳따니까야 S1:80, 전재성님역) 

  

  

비는 게으른자나 부지런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뿌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머니의 자식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자식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부모사랑에 대하여 비로 

비유하였다. 그런데 경전에서 비는 가르침으로 비유 된다.  

  

모든 생류에게 차별 없이 비가 내리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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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다니야와 다니야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부처님에게 법비를 맞았다. 

이에 대하여 원담스님은 “다니야와 아내는 낯선 손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 다니야의 두 딸도 그분의 발아래 공손히 합장한다.”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경에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상황 설정을 

훌륭하게 처리 하였다. 더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 보았을 

때 “저는 고뇌로 가득 찬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라고 한 

것은 매우 훌륭한 표현이다. 비록 경에 실려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경을 

보충해주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다니야는 부처님에게 귀의 하였다. 그리고 스승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더구나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brahmacariyaṃ)”라 하여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여기서 ‘청정한 

삶(brahmacariy)’의 의미는 ‘하느님의 삶’ 또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 즉 ‘범행(梵行)’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 보는 청정한 삶은 성적교섭이 없는 삶을 말한다. 그럼에도 

다니야와 다니야의 아내는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문구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stn32)”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 윤회의 

종식을 위한 삶을 살아 가겠다고 서원한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 

  

이렇게 다니야가 발심을 하자 이를 두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악마 

빠삐만이다. 악마가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다니야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악마가 속삭이듯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stn33)”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 갈까? 이 세상을 사는 낙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인생삼락을 이야기한다. 고상하게 부모형제무고와 부끄럼 없이 

사는 것과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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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이다. 이는 집착이다. 재산을 갖는 것도 

자식을 갖는 것도 안락한 삶을 바라는 것도 집착이다. 집착 없이 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집착할 것이 좀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는 악마의 속삭임과 같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마 빠삐만은 다니야가 이제까지 해 왔던 삶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악마는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라 하였다. 

이는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이 기쁨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말이다.  

  

초기경전에서 악마 빠삐만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 되는 말을 

하고 있다.그런 빠삐만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높이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다 된 밥에 잿밥 뿌리는 듯 보이는 악마 

빠삐만의 말‘집착이 행복’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 하고 있다. 

  

  

[세존]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stn34) 

  

  

2015-07-0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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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가자에게 금과 은을 허용하면 

  

  

육칠년전의 일이다. 도심포교를 목적으로 강남에 머물던 어느 스님이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불심 깊은 불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작은 방에서 몇 차례 법회를 가졌다. 고작 서너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심 깊은 불자들은 스님을 깍듯이 모셨다.  

  

스님이 산속으로 떠나던 날 몇 명 되지 않는 불자들은 돈을 모아 

드렸다. 이렇게 스님에게 개인적으로 드린 돈은 처음이었다. 여비에 

쓰라는 명목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적정한 

금액이었다.  

  

스님들이 돈을 만져도 되는 것일까? 

  

스님들이 돈을 만져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우문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용되는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들이 돈에 집착하여 돈벌이를 하는 인상을 준다면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출가한 스님들은 돈을 만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탁발의 전통이 사라진 한국불교에서 수행자도 돈에 의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비구계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다.  

  

구족계라 불리우는 비구계 37 번째 항목을 보면 분명히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스님이 돈을 받는다면 비구계를 어기게 

된다.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비구계를 

어긴 자는 비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금과 은을 허용하면 오욕락에 빠질 것 

  

금과 은에 관련된 이야기가 촌장상윳따에 있다. 부처님이 라자가하에 

있을 때 왕궁의 신하들에게서 수근 거리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금과 은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어느 촌장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을 신뢰하는 촌장은 “싸끼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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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따르는 수행승들은 보석과 황금을 떠났고, 금과 은의 사용을 

단념했습니다.(S42.10)”라고 말하였으나 수근거림은 그치지 않았다.  

  

촌장은 부처님을 찾았다. 수근거리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Na hi, gāmaṇi, kappati samaṇānaṃ sakyaputtiyānaṃ jātarūparajataṃ, 

na sādiyanti samaṇā sakyaputtiyā jātarūparajataṃ, nappaṭiggaṇhanti 
samaṇā sakyaputtiyā jātarūparajataṃ, nikkhittamaṇisuvaṇṇā samaṇā 
sakyaputtiyā apetajātarūparajatā. Yassa kho, gāmaṇi, 
jātarūparajataṃ kappati, pañcapi tassa kāmaguṇā kappanti. Yassa 
pañca kāmaguṇā kappanti ( ) [(tassapi jātarūparajataṃ kappati,) 

(syā. kaṃ.)], ekaṃsenetaṃ, gāmaṇi, dhāreyyāsi assamaṇadhammo 
asakyaputtiyadhammoti. 

  

[세존] 

“촌장이여, 싸끼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승들에게 금과 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싸끼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승들은 금과 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싸끼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승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석과 황금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의 사용을 

단념 했습니다. 누군가 금과 은을 허용한다면 그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역 누군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를 수행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싸끼야의 

아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확실히 여겨도 좋습니다. 

  

(Maṇicūḷakasutta-마니쭐라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1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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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and silver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명백히 금과 은을 금하였다. 오늘날로 따졌을 때 

돈을 말한다. 그래서 금과 은을 허용하지도, 수용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만을 수행자에게 금과 은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오욕락에 빠질 것이라 하였다. 이는 어느 큰스님이 “스님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공부 안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금과 은이 있으면 수행할 수 없게 됨을 말한다. 오욕락에 

빠진 자를 수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 금과 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진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진다. 누우면 

졸린다. 마찬가지로 금과 은을 허용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촌장의 의문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답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Api cāhaṃ, gāmaṇi, evaṃ vadāmi – tiṇaṃ tiṇatthikena 
pariyesitabbaṃ, dāru dārutthikena pariyesitabbaṃ, sakaṭaṃ 

sakaṭatthikena pariyesitabbaṃ, puriso purisatthikena pariyesitabbo 

[pariyesitabbo ’’ ti (?)]. Natvevāhaṃ, gāmaṇi, kenaci pariyāy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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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ātarūparajataṃ sāditabbaṃ pariyesitabba ’ nti vadāmī ’’ ti. 

Dasamaṃ. 

  

[세존] 

“촌장이여, 더 나아가 나는 이와 같이 ‘풀이 필요한 자는 풀을 구해도 

좋다. 땔감이 필요한 자는 땔감을 구해도 좋다. 수레가 필요한 자는 

수레를 구해도 좋다. 인부가 필요한 자는 인부를 구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을 허용해도 좋을 어떤 이유나 구입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Maṇicūḷakasutta-마니쭐라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42.1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금과 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땔감과 수레와 인부의 비유를 들었다. 그러나 직업을 갖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수행자들은 금과 은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수행자들은 재가자들에게 의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금과 은을 허용해도 좋을 어떤 이유나 구입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셨다.  

  

수행자를 좋아하는 이유 

  

수행자들은 재가자들로부터 사대필수품을 보시 받아 생활한다. 그래서 

금과 은이 필요치 않다. 오로지 탁발에 의존하고 세벌 옷으로 살며 

숲에서 거주 하는 수행자에게 금과 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수행자에게 금과 은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을 받는 순간 무소유의 

청정한 삶은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히니는 수행자를 좋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Kammakāmā analasā,  

kammaseṭṭhassa kārakā; 
Rāgaṃ dosaṃ pajahanti,  

tena me samaṇā pi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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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일하기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훌륭한 일을 하며 욕망과 성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75) 

  

  

Tīṇi pāpassa mūlāni,  
dhunantntti sucikārino; 

Sabbaṃ pāpaṃ pahīnesaṃ,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세 가지 악의 뿌리를 남김없이 제거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 모든 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76) 

  

  

Kāyakammaṃ suci nesaṃ,  

vacīkammañca tādisaṃ; 

Manokammaṃ suci nesaṃ,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몸에 의한 행이 청정합니다. 

말에 의한 행이 청정합니다. 

생각에 의한 행이 청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 합니다.(277) 

  

  

Vimalā saṅkhamuttāva,  
suddhā santarabāhirā; 

Puṇṇā sukkāna dhammānaṃ,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티가 없고 진주조개처럼 

안과 밖이 청정하고 

깨끗한 특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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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ussutā dhammadharā,  

ariyā dhammajīvino; 

Atthaṃ dhammañca desenti,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학식이 많고 가르침을 지니고 

거룩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목표와 담마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79) 

  

  

Bahussutā dhammadharā,  

ariyā dhammajīvino; 

Ekaggacittā satimanto,  

tena me samaṇā piyā. 
  

또한 그들은 하나로 집중된 마음으로  

마음챙김에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0) 

  

  

Dūraṅgamā satimanto,  
mantabhāṇī anuddhatā; 
Dukkhassantaṃ pajānanti,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먼길을 행각하고, 마음챙김에 머물고 

지혜롭고 산란하지 않으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1) 

  

  

Yasmā gāmā pakkamanti,  

na vilokenti kiñcanaṃ; 

Anapekkhāva gacchanti,  

tena me samaṇā pi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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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을이든지 떠날 때는 

어떤 것에라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2) 

  

  

Na tesaṃ koṭṭhe openti,  
na kumbhiṃ na khaḷopiyaṃ; 

Pariniṭṭhitamesānā,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재물을 창고나, 단지나, 바구니에 저장하지 않으며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3) 

  

  

Na te hiraññaṃ gaṇhanti,  
na suvaṇṇaṃ na rūpiyaṃ; 

Paccuppannena yāpenti,  

tena me samaṇā piyā. 
  

그들은 동전이나 금과 은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탁발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284) 

  

(Rohinītherīgāthā-로히니테리가타, Thig 275-284, 일아스님역) 

  

  

떠날 때는 말 없이 

  

출가하기전 소녀 로히니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이다. 로히니가 

수행자(samaṇā)를 좋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 하고 있다. 그 중에 

282 번 게송을 보면 “어떤 마을이든지 떠날 때는 어떤 것에라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Yasmā gāmā pakkamanti, na vilokenti 

kiñcanaṃ)”라 하였다. 이것이 수행자의 특징이다. 가진 것이 없기에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한 것이 있다면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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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로히니가 좋아 하는 수행자스타일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283 번 

게송이다. 이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감동적인 문구가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Pariniṭṭhitamesānā)”라는 말이다. 여기서 

Pariniṭṭhitamesānā 은 ‘Pari(all round)+niṭṭhita(was finished)’ 의 

의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조리를 해서 먹지 않음을 말한다. 

철저하게 탁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음식을 조리 하려면 음식재료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금과 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입한 재료는 쌓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조리를 해서 먹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축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과 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굳이 탁발나갈 필요도 없고 

필수품을보시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사대필수품을 재가자로부터 보시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이는 단절을 의미한다. 승가는 법보시하여 공덕 

쌓고, 재가는 재보시하여 공덕 쌓는 관계가 단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승가는 승가에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되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 모든 출발점이 금과 은을 허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재가자는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보시공덕을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빅쿠에게 금과 은을 주라고 

하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은 “나는 금과 은을 허용해도 좋을 어떤 

이유나 구입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S42.10)”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스님들은 

돈을 받아서도 안되고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재가자는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하는가?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양모이었던 고따미는 손수 가사를 골라 

보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고따미여, 승단에 이것을 

보시하십시오. 그대가 승단에 보시할 때에 곧 나와 승단을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M142)”라 하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개인적인 

보시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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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개인적 보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이 오래 

존속되기 위해서이다. 만일 스님들 개인에게 보시가 이루어진다면 

승가의 존재이유가 상실 될 것이다. 승가가 존재 하지 않게 되면 머지 

않아 가르침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염려 하여 부처님은 이전 

양어머니 고따미빅쿠니의 가사보시를 받지 않은 것이다. 대신 “승단에 

이것을 보시하십시오(saṅge gotamī dehi, M142)”라고 말한 것이다. 

  

고이면 썩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이면 썩는다고 하였다. 금과 은을 받아 

축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썩게 된다. 더욱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 더 악취를 풍긴다. 특히 무소유와 청정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빅쿠가 금과 은을 받아 조리를 해서 먹고 재산을 

축적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빅쿠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라 볼 수 없다. 

  

오늘날 스님들은 돈을 받는다. 탁발이 금지된 현실에서 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축적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개인사찰을 만들어 놓고 재산을 불려 나간다면 더 이상 부처님 

제자라 볼 수 없다.  

  

스님 개인에게 돈을 주면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승단에 돈을 주면 

번영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과 은을 허용한다면 그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S42.10)”라 하셨다. 또 

어느 큰스님은 “스님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공부 안합니다.”라 하였다. 

  

  

  

2015-07-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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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처님의 중도사상에 대하여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깨달음을 

  

율장대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꼬삼비에서 승단분열이 

일어나자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이 발로까로니까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바구’존자가 영접하였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바구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Bhagu: 바구는 싸끼야족의 출신으로 아누룻다와 낌발라와 함께 

출가했다. 어는 날 그는 졸음을 쫓아 내기 위해서 방사를 나섰는데, 

현관에 발을 내딛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깨달음을 얻어 

거룩한 님이 되었다. 그의 시는 Thag.271-274 에 있다. 

  

(바구와 존자들, 10 장 꼬삼비의 다발, 율장대품, 전재성님) 

  

  

바구존자는 넘어졌다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이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룩한 님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거룩한 

님은 ‘아라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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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선사들의 기연에 따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 온다. 가장 

유명한 것이 경허선사이다. 경허선사는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으면 되는 게지.”라는 어린 사미승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였다. 

경허집에 따르면 “참선중인 경허 스님의 뒤통수를 ‘꽝’하고 때렸다. 

대지가 그냥 내려앉았으며, 만물과 자신을 함께 잊고 온갖 법문의 

끝없는 오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 풀렸다.(경허집)”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마디 말에 깨달았다는 언하대오(言下大悟), 그리고 기이한 인연에 

의해 깨달았다는 ‘기연(機緣)’ 등 수 많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온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한국불교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다. 어느 선사는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어느 스님은 ‘본래면목’이라 한다. 

또 어느 스님은 ‘중도’라 한다. 이렇게 선사들은 다양한 깨달음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스타스님의 ‘깨달음이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스님들이 몇 명 있다. 그 중에 

혜민스님이 있다. 해외 명문대 출신에다 마스크도 좋아서 청중을 몰고 

다니는 스타스님이다. 스님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시가 

있다. 이전에 ‘‘그놈’이나 ‘그분’이나,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2011-12-16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뭐냐고 묻는 그 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알아채는 그 주인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씨를 보는 그 놈을 역으로 반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 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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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깨달음이란) 

  

  

혜민스님에 따르면 깨달음이란 ‘그놈’을 깨닫는 것이라 하였다. 

스님의 시를 보면 그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그놈을 찾아 가는 과정 역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어지는 문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생각이 떨어져 나가 마음이 고요하고 비여있지만 

한 생각이 뽀록하고 올라오면  

그 생각이 일어 났다는 것을 그 놈이 바로 알아채요. 

  

(중략) 

  

그럼 

아는 그놈,  

즉 앎자체가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 온세상에 앎만 홀로있다는 것을 

압니다. 

태초부터 그 앎이 혼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략) 

  

그 앎안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공간도 없고 앎 자체입니다. 

앎에서 펼쳐 놓으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이 앎은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텅텅빈채로  아주 아주 고요한 그 놈이 알고 보고 말하고 다 합니다. 

또 스스로를 확인하여 알수 있습니다. 

  

(중략) 

  

이 앎은 도착하려는 피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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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자국도 떠난적이 없었음을  

아는 부처의 앎입니다! 

  

그런데 그 앎안에는 부처도 사실 없습니다. 

오직 앎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알수 없습니다. 

  

(혜민스님, 깨달음이란) 

  

  

위 글은 혜민스님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다. 청중을 몰고 다니는 

혜민스님에게는 타종교인도 많은 것 같다. 이 글을 본 어느 

기독네티즌은 ‘요한복음’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수행법으로 가면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는듯해요.”라 하였다. 대체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일까?  

  

바이블 찾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2 절에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라 

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나 혜민스님이 말하는 

‘그놈’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정 진제스님의 이야기하고도 유사하다. 

  

기독교인들이 기립박수한 이유는?  

  

진제스님은 늘 ‘참나’를 이야기 한다. 그래서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煎 本來面目)’이라는 화두로 타파하자고 

말한다. 그 본래면목이란 무엇인가? 이는 이는 “부모 몸에 들기 전에 

어느 것이 참나인가?”라는 뜻이다. 여기서 본래면목이라는 말은 참나, 

홀로밝은 동그라미, 소소영영한 한 물건, 그 놈 등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미생전본래면목’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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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스님이 종정이 되기 이전에 뉴욕에서 종교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진제스님 그것도 사찰이 아닌 

교회에서 한국 대표 선지식이 대규모 법회를 연 것이다.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던진 화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What is 

my true self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스님의 법문에 타종교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기독인들은 왜 기립박수하였을까? 혹시 진제스님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라는 말과, 요한복음 1 장에 쓰여 있는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라는 말이 똑같다고 보아서 이었을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불교에서 깨달음은 무엇일까? 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나, 본래면목, 

그놈, 불성 등을 깨닫는 것일까? 하지만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말이 일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이에 대하여 법구경에 부처님의 오도송이라 불리워지는 게송이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nekajātisaṃsāraṃ ~  

sandhāvissaṃ anibbisaṃ  

Gahakārakaṃ gavesanto: ~  

dukkhā jāti punappunaṃ.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Dhp153) 

  

  

Gahakāraka diṭṭhosi! ~  
Puna gehaṃ na kāhasi:  

Sabbā te phāsukā bhagg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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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hakūṭaṃ visaṅkhitaṃ, 

Visaṅkhāragataṃ cittaṃ, ~  

taṇhānaṃ khayam-ajjhagā. 

  

집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꺽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Dhp154) 

  

  

이것이 부처님의 오도송이다. 선사들이 깨닫고 나면 오도송을 읊듯이 

부처님도 이와 같이 오도송을 읊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갈애의 부숨’이다. 즉 열반이다.  

  

존재들은 갈애로 인하여 유전하고 윤회하여 왔다. 게송에서는 집짓는 

자로 표현 되어 있다. 그 갈애가 부수어졌을 때 결국 괴로움도 멈추고 

윤회도 멈추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taṇhānaṃ khayam-ajjhagā)”라고 노래 하였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갈애를 부숨으로 인하여 열반을 성취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저마다 여로 

가지 깨달음을 이야기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이다.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설명되어 있다. 

  

  

Catunnaṃ ariyasaccānaṃ  

yathābhūtaṃ adassanā,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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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Tāni etāni diṭṭhāni  
bhavanetti samuhatā, 

Ucchinnaṃ mūlaṃ dukkhassa  

natthidāni punabbhavoti.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어졌네. (D16. S56.21)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이다. 이는 

경에서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대들이나 오랜 세월을 유전했고 

윤회했다.(D16)”라고 말씀 하셨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는 

불리우는 초전법륜경(S56.11)에서도 사성제가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해 주고자 45 년 

동안 맨발로 길에서 길로 걸어 다니며 설법하다가 길에서 열반하였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사성제’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자, 

붓다(buddha)가 된다. 이때 붓다는 보통명사로서 각자를 말한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정등각자’라 한다. 최초로 깨달은 자이고,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자라 하여 정득각자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은 자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아라한’이라 한다. 그런데 아라한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을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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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은 단계적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였다. 이는 법구경 부처님 

오도송에서 알 수 있듯이 갈애를 부숨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는 

초전법륜경 멸성제와도 일치한다. 멸성제에 따르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S56.11)”라 하였다. 이는 법구경에서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갈애의 

부숨을 성취했다. (Dhp154)”라는 구절과 일치한다. 하지만 갈애의 

부숨은 깨달음의 최종적 단계에 해당된다. 아라한이 되었을 때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깨달음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예비단계 내지 

수행의 단계라 볼 수 있다. 

  

사성제를 알았다고 해서, 이해하였다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사성제를 이해 하였어도 남아 있는 번뇌가 있기 때문이디. 비록 

일반인들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지만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의 경우 최대 일곱생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수다원 단계는 견도(見道)라 볼 수 있다.  

  

진리를 보았으면 이제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 시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 단계가 수도(修道)로서 사다함과 아나함의 단계이다. 여기서 아라한 

이하 수다원과 사다람, 아나함의 단계를 ‘유학(有學)’이라 한다. 더 

배우고 실천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갈애가 부수어져서 부처님과 동급인 아라한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된다. 이를 무학도(無學道) 단계라 한다. 그리고 아라한에 

대하여 ‘무학(無學)’이라 한다. 그래서 사성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견도(수다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도(사다함과 

아나함), 더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도(아라한)의 단계로 나뉜다.  

  

부처님의 차제설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계적이다. 이는 선종에서 돈오돈수를 말하는 것과 

다르다. 견도부터 시작하여 수도, 무학도의 단계가 있어서 

‘돈오점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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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초심자에게는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가르침부터 시작 하였다. 처음부터 사성제를 가르치지 않았다. 공부가 

무르익으면 다음 단계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1) 보시를 

설하고, 2) 계행을 설하고, 3)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설하고, 4)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욕망의 여읨의 공덕을 설하고, 5)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설하고, 6) 수행적 관점을 설하였다. 

이를 ‘차제설법(Ānupubbīkathaṃ  kathessāmīti)’이라 한다.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에서 

  

깨달음과 유사한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중도’이다. 깨달음과 

중도는 어떤 관계일까? 맛지마니까야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이 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된다.(M3)”라 

하였다. 마치 오늘날 탐욕스런 권승들을 지칭한 듯한 말이다.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뿟따 존자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atrāvuso, lobho ca pāpako doso ca pāpako. Lobhassa ca pahānāya 

dosassa ca pahānāya atthi majjhimā paṭipad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Katamā ca sā, 

āvuso, majjhimā paṭipad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i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Ayaṃ 

kho sā, āvuso, majjhimā paṭipad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싸리뿟따] 

벗들이여, 이 세상에서 탐욕도 악이고 성냄도 악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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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들이여,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벗들이여,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입니다. 

  

(Dhammadāyādasutta-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3, 

전재성님역) 

  

  

경에서 탐욕(lobha)과 성냄(dosa)이 나온다. 여기서 탐욕과 성냄은 

성격이 다르다. 탐욕은 거머쥐려는 특성이 있고, 성냄은 밀쳐 내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순간의 마음에 탐욕과 성냄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이런 탐욕과 성냄은 대표적 오염원으로서 불선한 마음으로 분류 

된다.  

  

중도(majjhimā paṭipadā)에 대하여  

  

경에 따르면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라 하였다. (Lobhassa ca pahānāya dosassa ca pahānāya 

atthi majjhimā paṭipadā)”라 하였다. 탐욕과 성냄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음에도 ‘중도(majjhimā paṭipadā)’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탐욕도 하나의 극단이고, 성냄도 하나의 극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양극단에 다가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이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중도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쾌락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자기학대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S56.11), 상견도 

하나의 극단이고 단견도 하나의 극단이라고(S12.15) 이전에 설한 방법에 

따라서도 알아야 한다.(MA,i.104) 

  

(초불연 맛지마 1 권 142 번 각주, 대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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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연 각주를 보면 주석(MA,i.104)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중도에 

대하여 단지 문자적으로 풀이 하여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중도라 한다”라 하였다. 이런 류의 설명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비판적으로 보았다.  

  

전재성님의 맛지마니까야 가르침 상속의 경에 실려 있는 중도에 대한 

각주는 초불연에서 단지 주석에 의존하여 문자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과 

다르다. 맛지마니까야에서 처음 나오는 중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Ayaṃ kho sā, āvuso, majjhimā paṭipad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 여기 여덟 

가지 고귀한 길(ariyo aṭṭhaṅgiko maggo : 팔정도)은 사람을 가르침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소개 된 것이다. 빅쿠보디는 Mdb.1173 에서 여기 

중도라고 소개 된 것의 언어적 표현에 걸려 아비달마적으로 “번뇌와 

성스런 길 사이의 대립은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재물의 상속자와 

가르침의 상속자의 대립이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은 불편부당의 중용처럼 중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중도는 또한 대립물의 통일도 아니다. 중도는 

존재를 묻지 않고 그 원인이나 조건을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통찰의 

길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 중도란 원인과 조건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앎을 말하는 것이다. 

  

(76 번 각주, 전재성님) 

  

  

전재성님은 빅쿠보디가 중도를 잘못이해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도에 대하여 단지 문자적으로 아비담마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문자적이라 함은 중간을 의미할 것이다. 좌와 우가 있을 

때 ‘중간길’을 뜻한다. 이런 중간길로서 중도적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연기에 바탕을 둔 사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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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사리뿟따는 탐욕과 성냄이라는 상극의 특성을 가진 마음의 

요소에 대하여 중도로서 설명하고 있다. 모두 버려야 할 불선한 

마음이다. 그래서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 팔정도가 설명되어 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모두 16 가지 버려야할 오염원이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분노도 악이고 악이고 원한도 악’이라 하였다. 이는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노와 원한은 대립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후 소개 되는 오염원 질투와 인색, 환상과 광기, 

고집과 격부느 자만과 오만, 허영과 태만도 마찬가지로 대립개념이 

아니다. 팔정도를 실천하여 소멸시켜야할 오염원으로 보는 것이다. 

  

오염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 하였다. 이는 초전법륜경의 내용과 동일하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과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양극단이라 보고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S56.11)”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이 중도에 대하여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S56.11)”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중도는 실천도라 볼 수 

있다. 동시에 목적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팔정도는 실천론과 

목적론 이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사성제가 완성된다. 이렇게 본다면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팔정도로서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깨달음이다. 그런데 

사성제는 연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이라는 이지 연기로 되어 있다.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세속적 진리로서 연기의 순관에 

해당되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적 진리로서 연기의 역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중도는 연기에 바탕을 둔 실천론자 목적론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중도는 존재를 묻지 않고 그 원인이나 조건을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통찰의 길을 의미한다.”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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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은 각주에서 중도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중도를 

잘못 이해 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도에 대하여  참나라든가 본래면목, 

그놈, 그분을 찾으려 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 하고 

있음을 말한다. 결국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으로 접근하면 가르침에 크게 

어긋남을 말한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중도에 대하여 목적론 또는 

존재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성철스님의 중도론이 

그렇다. 

  

성철스님의 중도론에 대하여  

  

성철스님의 중도에 대한 가르침은 유명하다. 특히 백일법문을 보면 

성철스님의 중도론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중도론전도사를 

자처하는 스님도 나타났다. 그 스님은 “양변이 융합한 것이 중도다”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 마치 좌와 우의 길이 있는데 

중간길을 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철스님의 중도론에 대하여 

중도전도사를 자처 하는 스님은 성철스님의 중도론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보면 중도에 대하여 오로지 목적론 또는 

구경론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백일법문 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팔정도가 방법론(方法論)이냐 또는 

목적론(目的論). 구경론(究竟論)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확실히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중도를 닦아서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도를 바로 깨친 그 사람이 부처이므로 중도의 

내용인 팔정도는 목적론인 것입니다.  

  

(백일법문, 4 원교(圓敎)의 중도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목적론(구경론)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더구나 “부처님은 확실히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중도를 닦아서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라 

하였다. 이런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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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스님의 중도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마성스님은 

성철스님의 중도론에 대하여 “성철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승불교적 시각인데, 자칫 

잘못하면 초기불교의 실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견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천론과 목적론으로서 중도 

  

성철스님은 중도에 대하여 실천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라 하였다. 하지만  

초전법륜경에서는 분명히 목적론(열반)과 실천론(팔정도)이 언급되어 

있다. 인이는 실천론과 관련된 말이 팔정도이고 구경론과 관련된 말이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S56.11)”라 하였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초전법륜경(S56.11)에서 부처님이 언급한 중도 

중  도 내     용 비  고 

방법론 

(실천론)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팔정도 실천 

구경론 

(목적론)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열반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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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중도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실천론으로써 중도가 설명되었고, 이어서 목적론으로써 중도가 

설명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실천론과 목적론 

모두를 설한 것이다. 성철스님이 말한 목적론으로서 중도와는 다른 

것이다.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고락를 예로 들어 중도를 설명하였다. 이를 

고락중도(苦樂中道)라 한다.  이외에도 초기경전에서는 

유무중도(有無中道), 자타중도(自他中道), 단상중도(斷常中道), 

일이중도(一異中道), 거래중도(去來中道), 생멸중도(生滅中道) 등 수 

많은 중도의 가르침이 있다. 

  

용수의 중도사상 

  

성철스님이 중도라 한 것은 대승불교의 중도관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목적론으로서 중도이다. 이는 다름 아닌 용수의 중도사상에 더 가깝다. 

그런 용수의 중도는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런 

용수의 중도사상은 어떤 것일까? 

  

융수의 중도사상은 공가중(空假中) 삼제로 삼제로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힌두이즘(Hinduism) 속으로 사라진 불교(2010-10-1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용수는 세 가지 진리(三諦)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공과 가와 중으로 설명한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3 제 진리 내  용 

空 진제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궁극의 입장 

假(施說) 속제 가시설된 방편의 입장 

中 중도 진제와 속제를 포괄하여 성립 

  

  

용수가 말한 중(中)는 진리로서 중도를 말한다. 이는 진제와 속제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성립된 말이다. 용수는 현실에 대하여 가시설된 

방편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모두 공한 것이라 하였다. 

이때 공은 ‘연기=관계성=무자성=공’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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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여기서 공은 가시설된 것(쁘라즈냡띠)일 

뿐이라는 것이다.  

  

용수에 따르면 세상의 실상은 공이 맞지만 실상은 연기 하므로 고정된 

실체성이 비어 있는 공이라 한다. 다만 그 실상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묘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용수는 가시설(쁘라즈냡띠)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속제로서 가(假)가 성립된다.  

  

용수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궁극적 입장에서 본 진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진제라 하여 공(空)으로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속제로서 ‘가’가 

있고 진제로서 ‘공’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공자체도 공한 것이 된다. 그래서 ‘공,,공,,공…’ 하다 보면 

‘무기공’에 떨어지거나 ‘공병’에 걸린 것으로 본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부정의 방식인데 ‘가시설’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있긴 있다라는 긍정의 뜻이다. 그렇다면 진짜 실상은 

무엇일까? 중관학파에 따르면 진짜 실상은 ‘중도’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중도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공과 가의 ‘중간 정도의 입장’이다.  

  

이렇게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궁극적 입장을 공(진제)이라 하고, 

가시설된 방편의 입장을 가(속제)라 하고, 이 두가지 진리를 포괄하여 

유무 양변을 떠나 중(중도)이라 한다. 이 공가중(空假中)에 ‘세가지 

진리’라 하여 3 제라 하는데 모두 ‘대등한’ 입장으로 본다. 

  

중도란 원인과 조건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앎 

  

용수의 중도사상에 따르면 부처님의 중도사상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용수는 공이라는 진제와 가라는 속제 두 가지를 포괄하고 양변을 

떠난 것을 중도로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팔정도와 

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용수의 중도는 목적론이라 볼 수 

있다.  

  

성철스님이 중도에 대하여 실천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라 한 것도 용수의 

공가중 삼제에 따른 중도사상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실천론과 목적론 모두 만족시킨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도 확인 된다. 특히 부처님의 중도사상은 연기에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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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를 설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이지연기로 설명된다.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확인 된다. 이는 “여래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S12.15)”로 시작되는 정형구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도사상은 십이연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맛지마니까야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의 각주에서 “중도란 

원인과 조건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앎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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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도와 팔정도와 십이연기의 관계 

  

  

“그래서 어쩌자구요?” 

  

미디어붓다의 칼럼에서 어느 법우님의 댓글을 보았다. 그 법우님은 업과 

무아, 그리고 윤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자구요?”라 하였다. 법우님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글의 내용에 공감 하지만 그 내용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 재미로 취미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절박해서 믿는 것이라 본다. 자신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해법을 얻고자 불교에 입문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세요”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초기경전을 열어 본다.  

  

초기경전은 아무 곳이나 열어 보아도 된다. 몇 줄 읽지 않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삶과 너무 밀접한 내용이다. 지금 당면한 

괴로움에 대한 해법이 제시 되어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비교하여 틀림 없음을 확인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로 받아 들이게 된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불자들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 

스님은 ‘참나’라 하고 저 스님은 ‘중도’라 한다. 이렇게 제각각 

다르다 보니 깨달음은 어려운 것, 스님들이나 하는 것,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깨달음이란 신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가자들에게 늘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세요”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누군가 ‘수행이란 무엇이냐’가 물어 

보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묵스님은 “자신 있게 손들고 ‘팔정도요’라고 대답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팔정도를 닦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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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이럴 때 손을 들고 “사성제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네 

가지 진리를 아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다. 

  

어느 스님은 중도가 깨달음이라 하였다. 유무양변을 떠난 중도야 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라 하며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중도라 하였다. 하지만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면만 본 것이다. 부처님이 중도를 설한 것은 

맞지만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 

  

중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공을 이해 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공에 대하여 설명하면 “그래서 어쩌자구요?”라 할지 

모른다. 지금 당면한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금 

중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역시 “그래서 어쩌자구요?”라 할지 

모른다. 그것은 중도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중도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어쩌자구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중도의 가르침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도는 팔정도이다?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고락중도’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닉이나 자신에 대한 학대는 양극단이라 

하였다. 이런 양극단에 대하여 부처님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hasaṃhito, S56.11)”라 하였다. 여기서 비속하다는 말이 

‘gammo’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촌스럽고’라 번역 하였다. 

실제로 gammo 의 뜻은 ‘Belonging to villages’이다. 그렇다면 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열하고 무지렁이 들 뿐 일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인지 전재성님은 ‘비속하고’라 번역하였다.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에 대하여 무익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팔정도를 닦아서 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경에서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도는 

팔정도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의 각묵스님은 

S12.15 의 각주에서 “모든 초기불전에서 중도는 팔정도를 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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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상윳따 2권 108 번 각주)”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초기경전에서 중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팔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십이연기도 있기 때문이다. 고락중도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는 

팔정도로 설명한다. 그러나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에서는 

십이연기로 설명한다. 물론 경에서 정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십이연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도는 팔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럼에도 각묵스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전략)초기불전 자체를 두고 보자면 중도는 팔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4 부 니까야에는 본서 제 6권 초전법륜경을 위시하여 대략 

6 군데에서 중도가 나타나는데 4념처와 37 조도품을 중도라고 설하고 

계신 앙굿따라니까야 나체수행자의 경을 제외한 초기불전에서 중도는 

반드시 팔정도로 설명되고 있다. 

  

(초불연 상윳따 2권 108 번 각주, 각묵스님) 

  

  

각묵스님에 따르면 중도는 ‘반드시 팔정도’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십이연기로 표현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묵스님은 “(중략) 양극단의 중간(본서 

‘나체수행자 경(S12.17))으로 바른 견해(정견)의 내용이지만, 중도는 

팔정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108 번 각주)”라 하였다. 

이는 지나친 억측이다. 나체수행자경을 열어 보면 정견이라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팔정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십이연기가 설해져 

있다.  

  

니까야에 표현된 다양한 중도사상 

  

중도에는 고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무중도도 있고, 자타중도, 

단상중도, 일이중도, 오염중도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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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  분 내    용 경전적 근거 

1 유무중도 

(有無中道) 

유(有)는 무조건적인 유일 

수가 없고, 무(無)는 

무조건적인 무일 수가 없다. 

존재인 유(有)는 현상계의 

소멸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되고 

비존재인 무(無)는 현상계의 

생성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된다. 

1) 깟짜야나 곳따의 경(S12.15) 

2) 정견, 십이연기 

3)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순관과 역관) 

2 자타중도 

(自他中道) 

자기원인설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결과함을 말한다. 

타자원인설은 비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원인설과 

타자원인설은 인과관계의 

선형성의 두 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1) 아쩰라깟사빠의 경(S12.17) 

2) 십이연기 

3) “깟싸빠여, 여래는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순관과 역관) 

3 단상중도 

(斷常中道) 

자기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동일성은 곧 '모든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주의(常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타자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차별성은 곧 '모든 

것은발생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斷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연기법에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두 부정된다. 

1) 아쩰라깟사빠의 경(S12.17) 

2) 십이연기 

3) “깟싸빠여, 여래는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순관과 역관) 

4 일이중도 

(一異中道) 

인과의 동일론과 차별론은 

부정된다. 현상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던가 차별적이라고 

한다면, 인과성의 원리는 

성립할 수 없다. 

1) 무명을 조건으로의 

경(S12.35) 

2) 십이연기 

3) “수행승이여,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래는 이 양극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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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난다.” (이후 

십이연기를 개별적으로 설명) 

5 고락중도 

(苦樂中道) 

초기불교에서 연기설과 관련된 

고락중도는 다른 중도사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일반적으로 

고락중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수행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특수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1)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S56.11) 

2) 팔정도, 사성제 

3)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6 오염중도 탐욕과 성냄, 분노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환상과 광기, 고집과 격분, 

자만과 오만, 허영과 

태만이라는 8 가지 쌍의 

16 가지 오염원에 대한 버리기 

중도가 있다. 

1)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 

2) 팔정도 

3)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기 위한 중도가 있습니다. 

(중략) 그것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표는 니까야에서 중도와 관련된 경을 모아 놓은 것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중도로서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였는데 크게 팔정도와 

십이연기로 분류 된다. 팔정도로 분류 되는 경은 고락중도를 설한 

초전법륜경(S56.11)과 오염중도를 설한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 두 

개임을 알 수 있다.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 정견이 나오지만 완전한 

팔정도라 보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십이연기를 설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각묵스님이 중도는 ‘팔정도를 뜻한다’라고 천명한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중도에 대하여 팔정도를 만족하는 경 

  

부처님이 중도를 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오염원과 양극단에 대한 것이다. 먼저 

오염원에 대한 것이다. 



`289 

 

  

오염원에 대한 것으로 맛지마니까야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을 

들 수 있다. 이를 ‘오염중도’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M3)’에 따르면 8가지 쌍으로 16 가지 

오염원을 들고 있다. 즉, 탐욕과 성냄, 분노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환상과 광기, 고집과 격분, 자만과 오만, 허영과 

태만이라는 8 가지 쌍의 16 가지 오염원을 말한다. 이러한 오염원은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 쌍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양극단은 

아니다.  

  

탐욕과 성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극단은 아니다. 이후 분노와 원한, 저주와 횡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사한 것을 쌍으로 묶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같이 쌍으로 된 오염원에 대하여 팔정도 수행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싸리뿟따] 

벗들이여, 이 세상에서 분노도 악이고 원한도 악입니다. 분노을 버리고 

원한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벗들이여,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벗들이여,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입니다. 

  

(Dhammadāyādasutta-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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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원한이라는 오염원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 그것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버릴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으로 중도를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때 중도는 양극단을 말하는 중도라기 보다 

오염원을 소멸시키기 위한 중도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이때 

팔정도는 실천도를 뜻한다. 그래서 십이연기가 아니라 팔정도로 설명한 

것이다.  

  

중도에 대하여 팔정도와 연기를 모두 만족하는 경 

  

팔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초전법륜경에서 고락에 

대한 것이다.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이 무익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 벗어 날 수 있을까? 경에서는 팔정도와 사성제가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고락중도는 팔정도와 연기가 모두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성제는 십이연기는 아니지만 이지 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도에 대하여 팔정도와 연기를 모두 만족하여 설명된 경은 

초전법륜경이 유일하다. 물론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 정견과 십이연기가 

설명되어 있지만 십이연기의 설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중도에 대하여 연기를 만족하는 경 

  

중도에 대하여 십이연기로 설명된 경들이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유무중도, 자타중도, 단상중도, 일이중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극단은 오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일종의 견해이다. 

그래서 팔정도가 아니라 십이연기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연기의 

가르침으로 이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무중도를 들 수 

있다. 

  

유무중도로서 대표적인 경이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이다. 

한역으로 ‘가전연경’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깟짜야나곳따의 경이 

중요한가? 이는 연기로써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라는 양극단을 논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초전법륜경과 함께 

중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경이라 볼 수 있다.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의 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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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짜야나곳따의 경의 중요성은 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하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핵심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브라만교와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논파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불교를 믿어서 정말 

다행이야”연기법으로 논파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2015-01-3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세존]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였을 때 비존재(無)와 존재(有)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은 존재와 비존재, 즉 

절대유와 절대무는 성립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연기법적으로 

관찰하였을 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라 하였다. 부처님은 양극단을 부수기 

위하여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설한 것이다.  

  

연기의 순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절대로 없다’는 ‘절대무’는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연기의 역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절대로 

있다’라는 ‘절대유’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극단은 성립되지 

않는다.  

  

유무양극단이 모순이라는 것은 오로지 연기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라 하시면서 곧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라 하여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도는 팔정도이다”라고 천명한 것은 무리가 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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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연기를 재해석한 성철스님 

  

깟짜야나곳따의 경은 가전연경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무중도의 

중요성이어서일까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성철스님은 가전연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중도를 해석하였다. 그것은 

목적론 또는 구경론으로서의 중도이다. 이는 성철스님이 연기를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성철스님은 백일번문에서 십이연기를 재해석하였다. 이는 백일법문에서 

‘십이연기의 재해석’이라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재해석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성철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래에는 십이연기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비등하게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연기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십이연기에서 연기를 소승의 

유부적(有部的)인 생멸(生滅)의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계(法界)의 

연기, 중도(中道)의 연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십이연기의 재해석, 제 2 장 원시불교사상, 성철스님, 백일법문,) 

  

  

성철스님은 연기에 대하여 ‘존재론’으로 보았다. 이는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단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존재론적인 브라만교를 비판하였다. 절대유로서 존재론에 

기반한 브라만교를 연기법으로 부순 것이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하여 

존재론으로 재해석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다.  

  

성철스님이 재해석한 또 하나를 보면 십이연기에 대하여 ‘법계연기’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로지 상호의존적 연기만 

인정할 뿐 조건발생적 연기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철스님의 

중도사상은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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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스님은 자신이 재해석한 십이연기에 대하여 초기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리불은 연기를 두 개의 갈대 묶음의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에 비유하여, 명색(明色)을 연하여 식(識)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無明)을 연하여 

행(行)이 있고 행을 연하여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멸함에 의하여 행의 

멸함이 있으며, 행의 멸함에 의하여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라 

되어 있다.  

  

이어서 성철스님은 부연설명으로서 “시간적으로 무명(無明)이 아버지가 

되고 행(行)이 자식이 되어서 무명(無明)이 행(行)을 낳는다는 식이 

아니라 무명(無明)과 행(行)은 서로 의지하는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라 되어 있다.  

  

하지만 성철스님은 십이연기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건발생적 연기를 무시하고 모두 상호의전적 연기로만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철스님이 재해석한 십이연기(2013-03-1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연기송을 보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연기는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로 

설명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기송으로 알 수 있다.  

  

  

imasmiṃ sati idaṃ hoti.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이맛숩빠다 이당 웁빳자띠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若有此卽有彼)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若無此卽無彼)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若無此卽滅彼) 

  

  

위 연기송을 보면 인과와 조건발생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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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원리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若有此卽有彼 

iti imasmiṃ sati idaṃ hoti 

1) 상호의존적 연기 

2) 대승의 법계연기 

특수원리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1) 조건발생적 연기 

2) 십이연기 

3)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표를 보면 연기송은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 하여 연기의 일반원리만 설명하고 있다. 즉 상호의존적 연기를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대승불교의 법계연기이다.  

  

대승불교에서는 특수원리에 해당되는 조건발생적 연기를 말하지 않는다. 

이는 부처님의 십이연기를 완전히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반쪽만 

언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이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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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M38) 

  

  

 
paticcasamup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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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설한 십이연기 

정형구이다. 인과와 조건발생적 연기, 그리고 연기의 순관과 역관이 잘 

표현 되어 있고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것도 순관 뿐만 아니라 역관도 

설명되어 있다. 이것이 부처님 원음이고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상호의존적 연기만 설한다면 반쪽짜리 가르침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논파 

  

부처님이 깟짜야나곳따의 경은 설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이는 부처님 

당시 시대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각종 사상이 난무 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이다. 영원주의는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보는 

상주론을 말하고, 허무주의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단멸론을 말한다. 이는 양극단이다.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는 

“깟짜야나여,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有] 또는 비존재[無] 두 

가지에 의존한다.(S12.15)”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세상사람들은 부처님 당시 삿된 견해에 의존해서 살아 가던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양극단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유일신교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와 유사한 영원주의 종교이다. 

이렇게 영원주의 또는 상주론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단멸론이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이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극단은 잘못된 

견해이다. 이를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논파하였다. 그와 관련된 경이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영원주의를 부수었을까? 이는 연기의 역관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역관에서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라는 구절이다. 이렇게 무상하게 조건 소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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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을 때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절대유로서의 극단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영원주의가 논파 된다. 

  

허무주의는 연기의 순관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순관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건발생하여 다시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을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보는 절대무로서 극단은 역시 거짓이 된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논파된다. 

  

부처님은 절대유와 절대무의 양극단에 대하여 연기법, 즉 십이연기로 

논파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라 하였다. 이렇게 양극단에 대한 중도의 가르침은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으로 설명된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가르침 

  

불자들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 또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래서 경전을 열어보고 교리를 

공부한다. 또 현실에서 괴로움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경전을 열어 보게 된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신기하게도 답이 들어 있다. 어느 경전을 열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어쩌자구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십이연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호의존적 연기로만 파악하였을 때 단멸론이 되기 쉽다. 몸과 마음이 

상호의존하여 연기 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졌을 때 정신도 무너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염려에서인지 

부처님은 친절하게도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若有此卽有彼 : iti 

imasmiṃ sati idaṃ hoti)”라는 연기의 일반적 원리(상호의존적 

연기)와 함께 반드시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若生此卽生彼: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라는 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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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원리(조건발생적 연기)도 설하였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이와 

같은 연기의 가르침으로 영원주의를 부수어 우리들을 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허무주의를 부수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2015-07-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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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비에 바탕을 두지 않는 충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일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끊고 

자신의 말만 늘어 놓는 사람은 더욱 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일까? 상대방을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대화란 무엇일까? 상대방과 말하는 것만 대화일까? 대화는 소통이라 

본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말하면 맞장구도 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군요”라든가 “그렇네요”라든가 

“그랬구나”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  

  

법구경 76 번 게송에서 

  

현명한 자라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것이다. 또한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겸허하게 받아 들일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 법구경 

76 번 게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구 분 법구경 76 번 게송 

빠알리어 Nidhīnaṃva pavattāraṃ, 

yaṃ passe vajjadassinaṃ; 

Niggayhavādiṃ medhāviṃ, 

tādisaṃ paṇḍitaṃ bhaje; 

Tādisaṃ bhajamānassa, 

seyyo hoti na pāpiyo. 

전재성님

역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일러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자와 교류하라.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으리. 

中村元역 （おのが）罪過（つみとが）を指し示し過ちを告げてくれ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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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な人に�ったならば、 

その賢い人につき�え＿＿＿＿�してある 

財�のありかを告げてくれる人につき�うように。 

そのような人につき�うならば、 

善いことがあり、�いことは無い。 

법정스님

역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한역 深觀善惡 심관선악 

心知畏忌 심지외기 

畏而不犯 외이불범 

終吉無憂 종길무우 

故世有福 고세유복 

念思紹行 염사소행 

善致其願 선치기원 

福祿轉勝 복록전승 

거해스님

역 

자기의 잘못을 경책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라.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캐러갈 때 안내를 받듯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그는 향상 발전할 뿐 

결코 타락하지 않으리라. 

Thanissar

o Bhikkhu 

역 

Regard him as one who 

points out 

treasure, 

the wise one who 

seeing your faults 

rebukes you. 

Stay with this sort of sage. 

For the one who stays 

with a sage of this sort, 

things get better, 

not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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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ta 

  

  

  

잘못을 지적당하였을 때 

  

첫 번째 구절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님(vajjadassina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다.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vajjadassinaṃ : DhpA.II.107 에 따르면, 잘못을 지적하는 두 부류가 

있다. ‘나는 이러한 그의 부당함과 실책에 대하여 승가 안에서 그에게 

모욕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남의 잘못만을 찾는 자와 모든 

잘못을 관찰하여 이해 되지 않은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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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잘못을 그만두게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사람이 해당된다. 

  

욕하고 때리더라도, ‘이것을 가져라.’라고 보물을 보여주면, 가난한 

자가 화를 내지 않고 기뻐하듯, 사람은 자기의 부당함과 실책을 보고, 

누군가가 지적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사람은 이와 같이 ‘그대가 아사리나 친교사의 입장에서 내게 행하고 

훈계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거듭 그렇게 하길 부탁한다.’라고 그를 

초대해야 한다. 

  

(755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남의 잘못 만을 찾는 자’와 ‘잘못을 그만 두게 

하려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비난과 비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충고 내지 비판이라 

볼 수 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른 것이다. 비판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장려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비방이나 비판은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잘못을 지적하는 

님’은 후자 즉, 건전한 비판에 해당된다.  

  

잘못을 하여 잘못을 지적당하였다면 대부분 모욕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화를 낼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아사리나 

친교사의 입장에서 내게 행하고 훈계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거듭 

그렇게 하길 부탁한다.”라 하였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내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말한다. 더 

나아가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  

  

꾸짖어 충고하는 사람 

  

두 번째 구절에 ‘꾸짖어 충고하는 님(niggayhavādiṃ)’이 있다. 

이말은 ‘잘못을 지적하는 님’과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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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gayhavādiṃ : DhpA.II.108 에 따르면, 도반의 부당함과 실책을 

보면서 어떤 수행승은 당사자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나에게 양칫물 등을 마련하여 

나에게 시중을 든다. 내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나를 

돕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꾸짖어 충고하는 님’이 아니다. 그는 

승단에 ‘쓰레기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보고 잘못한 자를 깨우치게 하고, 잘못에 걸맞는 

벌을 주고, 별거하게 하고, 승단에서 추방하는 사람은 ‘꾸짖어 

충고하는 님’이다. 예를 들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MN.III.118 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꾸짖어야 할 것은 꾸짖어 말하고, 

충고해야 할 것은 충고하여 말한다.  견실한 자는 견디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756 번 각주, 전재성님) 

  

  

꾸지람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할까? 대부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더구나 꾸짖는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내 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 꾸짖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지 모른다. 고작 양칫물 마련해 줄 사람 하나 

때문에 적당히 넘어 가고 만다면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꾸짖어 충고하라고 하였다. 

이는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꾸짖어야 할 

것은 꾸짖어 말하고, 충고해야 할 것은 충고하여 말한다.  견실한 자는 

견디어 낼 것이다.”라 하였다. 맛지마니까야 ‘MN.III.118’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그대들에게 충고하고 또 충고하며” 

  

맛지마니까야 ‘MN.III.118’를 찾아 보았다. ‘공에 대한 큰 

경(M122)’에 실려 있는 글이다. 수행승들이 승가를 만들고 승가에 

부적절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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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즐거움에 빠지고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삼가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규범을 만들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그대들은 우정으로 나를 대하고 적의로 나를 

대하지말라. 오랜 세월 그대들을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M122)”라고 말씀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 아닌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에 대하여 비방이 아닌 충고로 받아 들여 함을 말한다. 이는 

우정으로 스승을 대하는 것이다.  

  

반면 스승의 지적을 받아 들이지 않고 충고로써 꾸짖는 것에 대하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적의로서 스승을 대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향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Na kho ahaṃ ānanda, tathā parakkamissāmi. Yathā kumbhakāro āmake 

āmakamatte. Niggayha niggayhāhaṃ ānanda vakkhāmi. Pavayha ānanda 

pavayha vakkhāmi. Yo sāro so ṭhassatīti.  
  

아난다여, 나는 옹기장이가 생 진흙을 다루는 식으로 그대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아난다여, 나는 그대들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며 말할 

것이다. 아난다여, 나는 그대들에게 충고하고 또 충고하며 말할 것이다. 

견실한 자는 그것을 견디어낼 것이다. 

  

(Mahāsuññata sutta-공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2, 전재성님역) 

  

  

여기서 “충고하고 또 충고하며”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이에 대하여 

남전대장경에서는 “꾸짖어야 할 것은 꾸짖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며 

말하겠다.”의 뜻이라 하였다. 이 말은 법구경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은 현명한 님이라는 말과 일치 한다. 

맛지마니까야 주석서 Pps.IV.166 에 따르면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 놓았다. 

  

  

“나는 한번 충고한 뒤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반복적으로 충고해서 가르칠 것이다. 마치 옹기장이가 구워진 옹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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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여, 금이 가고 균열되고 잘못 만들어진 것은 버리고 시험에 

통과한 것만을 보관하듯, 나는 그대를 시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충고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착하고 건전한 자가 길(向)과 경지(果)를 

성취하고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 Pps.IV.166) 

  

  

부처님은 생진흙으로 만든 도기를 다루듯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에 구워 마른 도기를 다루듯 하겠다는 말이다. 

도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금이 가거나 잘못 되어진 것은 깨서 버리듯 

충고 하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향상으로 이끌 것이고 결국 

도와 과를 성취할 것이다. 충고하고 꾸지람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뭐? 자비의 분노 

  

자비의 분노라는 말이 있다. 어느 유명선사는 성격이 매우 급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말을 할 때 주어와 동사가 바뀌기도 하고 형용사가 앞에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또 심한 사투리로 인하여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큰스님은 걸핏하면 야단치고 심지어 

분노 하였다. 이런 스님에 대하여 어떤 이는 ‘자비의 분노’라 하였다.  

  

자비와 분노,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애가 넘치면 분노는 사라진다. 

반면 분노하면 자애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마치 시소 타는 것과 같다. 

그런데 큰스님이 화를 낸 것에 대하여 자비의 분노라 하였다. 한 마음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머쥐려는 탐욕과 밀쳐 

내려는 성냄은 양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비와 분노가 양립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성냄은 이미 소멸 되어 화를 낼 수 없다. 남아 

있다면 자애의 마음 뿐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자비의 분노라 하였다. 스님이 분노하면 자비의 

분노가 되고, 일반사람이 분노하면 분노 그 자체가 되는 것일까? 

  

자비에 바탕을 두지 않은 충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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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게송에 따르면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 하는 님은 

현명한 님이라 하였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숨겨진 보물을 알려 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자신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알려 주었으니 보물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비에 바탕을 두지 않은 지적이나 충고는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자비의 분노는 분노 일 뿐이다. 깨달은 자는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비로서 충고하고 또 충고하였다. 마치 옹기장이가 마른 

옹기를 다루듯이 다스리고 또 다스린 것이다. 그러나 바탕에는 자비가 

깔려 있다.  

  

힘있는 자는 분노로서 힘을 과시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힘 센 사람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분노로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면 적의를 품게 되지만, 자비를 바탕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꾸짖으면 우정으로 받아 들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권력자이다. 그러나 그 힘은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힘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처님 보다 더 센 권력자가 없다. 가장 센 권력과 권위는 

자비에서 나온다.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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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타인의 업(業) 

  

  

  

 
  

  

  

흔히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한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를 자작자수(自作自受)라고도 한다. 물론 여기서 

나를 뜻하는 자신이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일반사람들이 의례히 “내가~”라고 말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해야 할 것을 다 마치고 번뇌를 떠나 궁극의 몸을 이룬 

거룩한 수행승이‘나는 말한다.’고 하든가‘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한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불리는 명칭을 잘 알아서 오로지 관례에 

따라 부르는 것이네.” (S1.25) 하였다. 여기서 자업자득이라 하였을 때 

이는 “업보만 있고 작자는 없다.”라는 말과 같다.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죽은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과보에 

개입할 수 없다. 선한 것이든 불선한 것이든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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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인터넷카페에서 ‘묻고 답하기’를 보았다. 어느 질문에 대하여 M 법사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나 아들 때문에 슬플 때는 먼저 각자가 받는 업의 

과보로 생각하십시오. 

  

상대의 업의 과보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단지 

상대의 업의 과보를 지켜보고 자애와 연민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는 비켜갈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 사물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M 법사) 

  

  

어찌 보면 상당히 냉정한 답변이라 볼 수 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내가 개입하여 어찌해 보고 싶으나 실제로 바꿀 수 없음을 말한다. 지금 

받고 있는 과보는 단지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지켜 보자고 한다.  

  

타인의 업에 개입하였을 때 

  

만일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내가 개입하여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 악행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자를 천상으로 끌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전지전능한 

자라면 선과보에도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을 하여 천상과도 같은 

행복을 누리는 자의 업보에 개입하여 내가 차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인의 불행이나 성공에 대하여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만일 

개입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 버릴 것이다. 

업보에는 악과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보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개입 

하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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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지켜 볼 뿐 그 사람의 

업에 개입하여 바꿀 수 없다. 타인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는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뿐  내것으로 만들 수 없다.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이다. 

그래서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 사물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라 했을 것이다. 

  

자심해탈(慈心解脫) 

  

부처님 가르침에 사무량심(四無量心)이 있다. 자애, 연민, 기뻐함, 

평정을 말한다. 모두 업(業)과 관련이 있다. 타인의 불선과보에 

대해서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내야 함을 말한다. 타인의 선과보에 

대해서는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불선과보이든 

선과보이든 모두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 하는 것이다. 

  

사무량심은 기본적으로 닦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타인의 

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애의 마음을 내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자애를 방사 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애의 마음을 내어 고요 해졌을 때 이를 자심해탈(慈心解脫), 

즉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 한다.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성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청정에 이르는 길 중의 

하나가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무량심을 닦는 

근본목적은 해탈하기 위해서이다. 

  

자애공덕의 과보 

  

초기경에 따르면 자애공덕은 그 어떤 공덕 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이띠붓따까(여시어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다시 태어날 근거가 

되는 공덕을 만드는 토대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의 십육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It19)”라 

하였다. 어떤 공덕행 보다 가장 스승한 것이 자애를 닦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별빛에 대한 달빛으로 비유하였다. 그렇다면 자애공덕은 

어느 정도일까? 초기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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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나는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았는데, 칠년간 자애의 

마음을 닦고 나서 일곱 파괴의 겁과 생성의 겁 기간 동안 이 세계에 

돌아 오지 않았다.”(A7.62) 

  

  

부처님은 과거 성불하기 전에 자애를 닦았다. 그 공덕에 대한 과보로서 

천상에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천상은 무너지지 않는 

곳이다. 겁화가 일어나 주기적으로 우주가 파괴 되어도 안전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곳에 대하여 경에서는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의 

세계(極光天)’이라 하였다.  

  

극광천은 천상도표에 따르면 색계 이선의 첫번째 천상인 

아밧사라(ābhassarā)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애를 닦으면 우주의 

성주괴공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우주가 형성되는 성겁의 

시기가 되면 우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우주가 파괴될 때는 나는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에 있었고, 우주가 생성될 때에는 텅 빈 하느님의 궁전에 

태어났다.(A7.62)”라 하였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일겁 단위로 주기적으로 파괴 되고 또 

생성된다. 일겁단위로 성주괴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하였을 때라 하였다. 탐욕이 치성하면 색계 초선천까지 

파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즉 

색계 2 선천의 광음천은 괴겁으로부터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자애를 

닦으면 괴겁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성겁의 시기에는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주가 생겨날 때 ‘텅 빈 하느님의 궁전’에 태어난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디가니까야 ‘하느님의 그물의 경(D1)’ 주석에 

따르면 ‘텅 빈 하느님의 궁전’에 대하여 “원래 태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텅 빈 하느님의 궁전이다.”라 하였다. 또 주석에서는 

“하느님(Brahma)의 무리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Brahmakayika:  

梵身天)의 땅에 태어난다.”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를 

만드는 자도 없고 만들게 하는 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청정도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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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업연과 시절의 인연에 의해서 보물의 땅이 

생겨난다.”(Vism421)라 하였다.  

  

자애를 닦으면 그 공덕으로 괴겁을 피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겁에는 우주의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거기서 나는 일곱번이나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승리자, 정복되지 않는 자, 널리 관찰하는 자, 자재한 자였다.”(A7.62) 

라 하였다. 요즘 유일신교의 하느님 또는 하나님, 알라와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느님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의 최고신 

브라흐마(梵天)을 일컫는 말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그 공덕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서 

공덕이라는 말은 행복과 동의어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공덕을 짓는 

것은 바로 행복을 지칭하는 것이다.”(A7.62) 라 하였다. 어느 정도의 

행복인가? 경에 따르면 일곱번이나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수백번이나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애공덕의 과보는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같은 자애 사상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불교에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진정한 권력자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한마디로 

그들만의 사랑이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피조물에 대한 

청조주의 사랑이다. 그런데 모든 유일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일방적 

사랑이 엿 보인다.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 역시 유일신교나 다름 없었다. 초기경에 따르면 

브라흐마(梵天)는 이 세상의 근원이자 창조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자애를 닦으면 하느님(Brahma)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일신교에서는 창조주의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본다면 자애라는 

말은 창조주와도 매우 관련이 깊은 말이다. 그런데 초기경에서는 자애를 

설명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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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따니빠따 ‘자애의 경(Sn1.8)’을 보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Mātā yathā niyaṃ puttaṃ āyusā ekaputtam 

anurakkhe)”(Stn149) 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 

실천론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들고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나서 일기장에 “오늘 내가 착한 일 했다.”라고 적어 

놓을까? 타인이 아이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렇게 써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에게 헌신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이다. 이를 확대하면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사랑 역시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의 행사는 자애이다. 작은 권력자는 분노로서 

권위를 나타내려 한다. 하지만 큰 권력자는 자애의 마음을 내는 자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권력자는 

자애의 마음을 내는 자이다.  

  

사무량심을 닦는 목적은 

  

어느 누구도 타인의 업에 개입할 수 없다. 지금 불행에 처한 자의 업에 

내가 뛰어 들어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없다. 지금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자의 업에 개입하여 내것으로 가로챌 수 없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 한다. 

타인의 번영과 성공에 대해서는 축하와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한다. 

인생의 파란곡절을 겪을 때는 모두 업이 자신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임을 반조하여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사무량심은 자신의 마음을 

닦아 해탈하기 위한 수단이다.  

  

  

2015-08-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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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병환자 숩빠붓다의 인생역전 

  

  

 
  

  

부처님 가르침에 차별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나 가장 

가난한 자나 귀한자나 천한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차별 없이 설하였다. 

다만 받아 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음식을 얻고자 설법장소에 갔는데 

  

우다나에 나병환자 이야기가 있다. 경에 따르면 “그 때 라자가하 

시에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곤궁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병환자 쑵빠붓다가 살고 있었다.” (Ud51) 라고 

되어 있다. 가난과 곤궁과 비참함으로 표현 되는 나병환자는 불행한 

자이다. 사람들이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므로 

불행한 자 중에서도 불행한 자라 볼 수 있다. 

  

나병환자 숩빠붓다(Suppabuddha)이야기는 법구경 인연담에도 나온다. 

법구경 66 번 게송이다. 또 맛지마니까야 ‘마간디야의 경(M75)’에도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법구경 인연담의 원류가 되는 경이 

바로 우다나 ‘나병환자 쑵빠붓다의 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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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인연담에서 나병환자 숩빠붓다 이야기는 짤막하게 표현 되어 

있다. 그러나 우다나에서는 긴 길이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숩빠붓다 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부처님이 많은 대중에게 둘러 싸여 법문을 하며 앉아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저기에는 틀림없이 갖가지 음식과 나누어줄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 대중이 있는 곳을 찾아 가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갖가지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Ud51)라 생각하였다. 음식을 

구하고자 설법장소로 간 것이다. 

  

숩빠붓다 가 설법장소에 가 보니 먹을 것이 없었다.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왕 온 김에 법문이나 듣고 가자는 심정으로 

“고따마가 가르침을 설한다. 나도 가르침을 들어볼까?”라 하였다. 

  

나병환자를 위한 설법 

  

이때 부처님은 모든 대중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나병환자 숩빠붓다 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자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르침을 알아 챌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병환자를 위하여 법문을 

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Suppabuddhaṃ kuṭṭhiṃ ārabbha ānupubbiṃ kathaṃ [ānupubbikathaṃ 

(sī.), anupubbikathaṃ (syā. pī. ka.)] kathesi, seyyathidaṃ – 

dānakathaṃ sīlakathaṃ saggakathaṃ; kāmānaṃ ādīnavaṃ okāraṃ 

saṅkilesaṃ; nekkhamme [nekkhamme ca (sī. syā. pī.)] ānisaṃsaṃ 

pakāsesi. 

  

세존께서는 나병환자 쑵빠붓다를 위해서 차제적인 설법을 행했다. 예를 

들어,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가져오는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것을 여읨의 

공덕에 관하여 설하였다. 

  

(Suppabuddhakuṭṭhisutta-나병환자 쑵빠붓다의 경, 우다나 Ud5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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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환자는 가르침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도 처음이고 

설법도 이다. 이는 부처님에 대하여 ‘고따마’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부처님이 수 많은 대중속에서 유독 가난하고 불행한 

나병환자 한사람을 위하여 설법을 하는 형식이 되었다. 부처님이 

천안통으로 보고 있었기 떄문이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어려운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가장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 하였다. 이를 차제설법(ānupubbiṃ kathaṃ)이라 

한다. 차제설법에 따르면 1)보시에 대한 이야기, 2)계행에 대한 이야기, 

3)하늘에 대한 이야기, 4)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가져오는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것을 여읨의 공덕, 이렇게 네 가지로 순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매우 길게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dānakathaṃ) 

  

첫 번째로 보시에 대한 이야기(dānakathaṃ)이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우다나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이있다. 

  

  

dānakathaṃ: Uda.740 에 따르면, 보시는 행복의 토대요, 번영의 뿌리요 

향수의 기초이고 다양한 뭇삶의 피난처요, 동굴이요, 운명이고, 궁극의 

의지처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보시와 같은 지지처, 기초, 버팀돌, 

피난처요, 동굴이요, 운명이고, 궁극의 의지처가 없다. 

  

지지처라는 의미에서 황금보좌와 같고, 기초라는 의미에서 대지와 같고, 

버팀줄이라는 의미에서 밧줄로 만든 버팀줄과 같고, 괴로움을 건너는 

의미에서 배와 같고,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전장에서의 

영웅과 같고, 두려움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성곽을 둘러싼 해자와 

같고, 인색 등의 때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붉은 연꽃과 같고, 

소각한다는 의미에서 불과 같고, 힘이 있다는 의미에서 코끼리와 같고, 

큰 길상이라는 의미에서 흰 황소와 같고, 안전한 지역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말들의 왕 발라하까(Valahaka)와 같다.  

  

보시는 왕의 영광을 주고, 전륜왕의 성취를 주고, 악마의 성취, 

하느님의 성취, 학인의 성취, 연각불의 깨달음,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님의 궁극적인 앎을 준다. 이것이 보시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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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번 각주, 우다나,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초심자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시에는 재보시와 법보시가 있는데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부처님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주석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행복의 토대요, 번영의 뿌리요 향수의 기초이고 다양한 뭇삶의 

피난처요, 동굴이요, 운명이고, 궁극의 의지처이다.”라는 비유를 들어 

설법을 한 것이다. 보시와 관련하여  

  

  

잘 살펴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일. 

이 생명의 세계에서 보시 받아야 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리.” (S1.33) 

  

  

부처님은 보시하면 큰 과보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그것도 성자에게 

보시 하면 더 큰 과보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이는 

‘보배경(Sn2.1)’에서도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라 하였다.  

  

계행에 대한 이야기(sīlakathaṃ) 

  

두 번째로 계행에 대한 이야기(sīlakathaṃ)이다.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īlakathaṃ : Uda.740 에 따르면, 보시는 행복의 토대요, 번영의 뿌리요 

향수의 기초이고 다양한 뭇삶의 피난처요, 동굴이요, 운명이고, 궁극의 

의지처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보시와 같은 지지처, 기초, 버팀돌, 

피난처요, 동굴이요, 운명이고, 궁극의 의지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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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꽃도 계행보다 아름답지 않고 어떠한 향기도 계행보다 향기롭지 

않다. 계행에 장식을 붙이고 계행의 꽃으로 꾸미고 계행의 향으로 칠한 

자는 신들을 포함한 세상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계행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675 번 각주, 우다나, 전재성님역) 

  

  

계행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꽃과 

향기의 비유를 들고 있다. 꽃은 시들지 모른다. 그러나 계행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꽃 보다 계행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계의 

향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 되어 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전단향도 따가리향도 말리까향도,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 간다. (dhp54)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그러나 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로 

사방팔방 저 멀리까지 퍼져 나간다. 이렇게 본다면 꽃향기 보다 계의 

향기이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saggakathaṃ) 

  

세 번째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saggakathaṃ)이다.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aggakathaṃ: Uda.740 에 따르면, 하늘은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드는 

것의 아름다움이다. 거기에는 언제나 놀이가 있고 언제나 번영이 있다. 

AN.I.213 에서 부처님이 비싸카에게 설명하는 하늘나라의 행복은 다음과 

같다 : 비싸카여, 하늘나라의 행복에 비해서 인간의 권력은 저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싸카여, 인간의 오십년이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의 하루 낮 하루 밤이고, 그 하루의 삼십 일이 한 달이고, 그 

한달의 십이 개월이 일년이고, 그 일년의 오백년이 네 위대한 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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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의 신들의 수명입니다. 비싸카여, 세상의 어떤 남자나 여인이 

여덟 가지 덕목을 갖춘 포살을 지키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네 

위대한 하늘나라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676 번 각주, 우다나, 전재성님역)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욕계천상이다. 욕계 육욕천을 말한다. 

즉 가장 낮은 사대왕천부터 시작하여 삼심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여섯 천상을 말한다. 초기 경전에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면 대게 삼십삼천을 말한다.  

  

인간 바로 위 천상이 사대왕천이다. 그런데 사대왕천의 하루는 인간의 

오십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바로 위가 삼십삼천이다. 삼십삼천에서의 

하루는 인간의 백년이다. 인간백세 시대에 접어 들었을 때 고작 

천상에서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 수 있다.  

  

초기경전에서는 삼십삼천에 대한 묘사가 매우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상윳따니까야 ‘난다나의 경’이다. ‘환희의 경’이라 번역된다. 

환희의 경에서 ‘환희동산’은 어떤 곳일까? 경에 묘사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옛날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한 하늘사람이 

환희의 동산에서 요정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늘의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를 소유하여 갖가지를 구족하고 즐기면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하늘사람]  

‘영예로운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늘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희의 동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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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자 다른 하늘사람이 그 하늘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로 대답했다. 

  

[다른 하늘사람]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알지 못하니 거룩한 님께서 말씀하셨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곧,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의 적멸이야말로 지복일세.’” (S1.11) 

  

  

천상에 태어나면 인간 세상의 왕권 보다 부럽지 않다고 하였다. 왕권을 

가진 왕이 온갖 영화를 누리고 살아 보았자 천상에서 하루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점차 가르침의 단계를 높여 나갔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여읨의 공덕이야기 

  

네 번째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가져오는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것을 

여읨의 공덕(kāmānaṃ ādīnavaṃ okāraṃ saṅkilesaṃ, nekkhamme 

ānisaṃsa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kāmānaṃ ādīnavaṃ okāraṃ saṅkilesaṃ, nekkhamme ānisaṃsaṃ : 

Uda.740 에 따르면, 부처님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코끼리를 

치장하여 그 코를 자른 것처럼, ‘하늘나라도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고 

욕망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MN.I.130)는 것을 상기시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에 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출가, 선정등의 공덕을 

찬양한다. 

  

(677 번 각주, 우다나, 전재성님역) 

  

  

보시하고 지계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런 천상은 수명과 복이 

보장 되어 있다. 특히 수명의 경우 인간과 비교하였을 때 인간의 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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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천상에서 즐거움은 왕권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차제설법을 하면서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 하신다.  

  

부처님은 듣는 자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감각적 쾌락의 

위험에 대한 여읨, 즉 출가와 선정에 대한 공덕을 찬양한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맛지마니까야 MN.I.130 을 들고 있다. PTS 본 

맛지마니까야 1권 130 페이지에는 ‘뱀에 대한 비유의 경(M22)이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했다. 또한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해골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고깃덩어리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건초횃불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숯불구덩이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꿈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빌린 

물건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나무열매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도살장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칼과 창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뱀머리의 비유를 설했는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했다. (M22)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즐거움 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병환자의 비유가 있다. 부처님은 맛지마니까야 

마간디야의 경에서 “마간디야여, 예를 들어 한 나병환자가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에 먹혀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외과의사를 초빙해서, 그 외과의사가 

그를 치료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그를 치료해서 나병에서 해방되면, 

병이 없고 안락하게 자유자재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나병환자가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에 먹혀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마간디야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그 나병환자가 숯불구덩이에 몸을 태우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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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는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M75)라고 묻는다. 나병환자의 

경우 불에 지질 때 쾌감을 느낀다. 바로 이런 것이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이다. 

  

티끌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나고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나병환자 숩빠붓다를 위해서 설한 것처럼 되어 

있다. 여러 대중이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천대받는 

나병환자에게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 하여 차츰 단계를 높여 수승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마침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설한다. 

  

  

Yadā bhagavā aññāsi suppabuddhaṃ kuṭṭhiṃ kallacittaṃ muducittaṃ 

vinīvaraṇacittaṃ udaggacittaṃ pasannacittaṃ, atha yā buddhānaṃ 

sāmukkaṃsikā dhammadesanā taṃ pakāsesi – dukkhaṃ, samudayaṃ, 

nirodhaṃ, maggaṃ. Seyyathāpi nāma suddhaṃ vatthaṃ apagatakāḷakaṃ 

sammadeva rajanaṃ paṭiggaṇheyya, evameva suppabuddhassa kuṭṭhissa 
tasmiṃyeva āsane virajaṃ vītamalaṃ dhammacakkhuṃ udapādi – 

‘‘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ṃ taṃ nirodhadhamma ’’ 

nti. 

  

세존께서는 나병환자 쑵빠붓다가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이 장애를 벗어나고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이 청정해진 것을 알자, 

깨달은 님들이 칭찬하는 법문,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설명했다. 예를 들어 때가 

없는 깨끗한 옷이 올바로 물드는 것과 같이, 나병환자 쑵빠붓다에게 그 

자리에 앉은 채, 이와 같이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되는 법이다.’라는 때 없고 티끌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Suppabuddhakuṭṭhisutta-나병환자 쑵빠붓다의 경, 우다나 Ud51, 

전재성님역) 

  

  

나병환자는 수다원이 되었다. 이는 ‘진리의 눈(dhammacakkhu)’이 

생겨났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또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되는 법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ṃ taṃ 

nirodhadhamma)”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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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눈이 생겨났을 때와 똑 같은 표현이다. 이 게송에 대하여 

‘수다원 오도송’이라고도 한다. 

  

약탈될 수 없는 일곱 가지 재물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이해 하였다는 말과 같다. 

그 진리는 다름아닌 사성제이다. 부처님은 차제설법 가장 

마지막단계에서 사성제를 설한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눈이 생겨난 

숩빠붓다에 대하여 경에서는 “진리를 보고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뛰어들어 의심을 건너고 의혹을 여의었다.”(Ud51)라 

하였다. 여기서 의혹을 여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시험에 든 것을 극복한 것이다.  

  

경에 따르면 제석천이 숩빠붓다에게 “그대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대가 ‘부처님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참모임도 없다” (Ud51)라고 말한다면 한량 없는 재산을 주겠다고 

유혹하였다. 이에 나병환자는 거절 하였다.  

  

진리의 눈을 뜬 나병환자에게 사성제는 확신에 찬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도 비참한 사람도 아니다. 반대로 

나는 행복에 도달하고 지복에 도달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Ud51)라고 하였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나병환자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주석에서는 앙굿따라 니까야 AN.IV.5 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찾아 

보니 ‘총리대신 욱가의 경(A7.7)’이다. 대부호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왕이나 도둑 등에 언제든지 약탈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곱 가지 

재물은 전혀 약탈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게송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일곱 번째로 지혜의 재물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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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나 남자에게 

이러한 재물이 있다면,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그는 실로 대부호이고 정복될 수 없다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믿음과 계행, 

청정한 신뢰와 진리에 대한 봄, 

부처님 가르침에 새김을 확립한다네.”(A7.7) 

  

  

쑵빠붓다는 제석천의 제의를 왜 거절하였을까?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틀림 없는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진리 

  

부처님의 설한 사성제는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진리이다. 부처님이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런 진리이다.’ 라 하였을 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지면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S56.11) 라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서 받아 들인다.  

  

부처님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 하였을 때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S56.11)라고 

설하였을 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로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부처님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 하였을 때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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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S56.11)라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서 

받아 들이게 된다. 

  

부처님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 

하였을 때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S56.11)라 하였을 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겼을 때 

진리로서 받아 들인다. 

  

삼십삼천에 태어나는 조건 

  

쑵빠붓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자가 되었다. 더 이상 가장 가난한 

자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자도 아니었다. 진리의 눈이 생겨나는 순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 그가 부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일어났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귀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쑵빠붓다는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떠났다. 가르침에 교화되고 붇돋우지고 

고무되고 기뻐 한 그는 부처님님께 인사를 하고 세 번 돌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에 받혀 죽고 말았다.”(Ud51)라고 하였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자의 

눈으로 본다면 연기적으로 볼 것이다. 치여 받혀 죽을 조건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타까워 한다면 조건이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조건 지워진 마음이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고무 되어 소에 받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초기경에 

종종 등장한다. 맛지마니까야 ‘세계에 대한 분석의 경(M140)’에 

따르면 뿍꾸싸띠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고무 되었다. 구족계를 청하자 

부처님은 발우와 법복을 구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구하러 돌아 다니던 

도중에 “돌아다니던 황소가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M140)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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뿍꾸싸띠는 다섯 가지 가장 낮은 단계의 장애를 부수었으므로 불환자가 

되어 정거천에 태어났다. 

  

청정도론에 이런 개구리 ‘만두까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부처님 설법이 열리는 근처에 있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세존께서 각가라 강변에서 짬빠 시의 주민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개구리 한 마리가 세존의 목소리에서 표상을 취했다. 한 목동이 

막대기에 기댄 채 그의 머리를 눌리면서 서 있었다. 그는 죽어 곧 바로 

삼십삼천의 12 유순이나 되는 황금 궁전에 태어났다.” (Vism 7 장) 라고 

표현 되어 있다.  

  

개구리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병환자 숩빠붓다, 유행자 뿍꾸싸띠, 개구리 만두까에게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그것은 죽는 순간에 매우 청정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 하였을 때 

선처에 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라 볼 수 

있다. 

  

나병환자 숩빠붓다는 암소에 치여 받혀 죽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고무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그의 

운명은 어떠하고 그의 미래는 어떠합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나병혼자 쑵빠붓다는 세 가지 결박을 부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라 하였다. 여기서 세 가지 결박은 유신견, 계금취, 의심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결박이 타파 되면 수다원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흐름에 든 님에 들었다고 하였다. 

  

숩빠붓다는 수다원이 되어 죽었다. 길거리 암소에 치받혀 죽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나병환자라는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었고 더구나 일곱 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이 보장 되어 있는 

수다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숩빠붓다는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서른 셋 하늘나라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다.”라고 

하였다. 

  

쑵빠붓다의 전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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쑵빠붓다는 나병을 얻어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 갔다. 그러나 우연히 

부처님 설법에 참석하여 진리의 눈이 생겨나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어떻게 단 한번 설법을 듣고 성자의 흐름에 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숩빠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 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나병환자 쑵빠붓다는 이 라자가하 시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유원으로 나갔을 때,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님인 따가라씨킨이 도시로 탁발하러 들어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나서 그는 이와 같이 ‘이 문둥이, 문둥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고 왼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나갔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위가 성숙하여 그는 많은 해, 많은 백 년, 많은 

천 년, 많은 십만 년을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행위가 남김없이 

성숙하여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곤궁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병환자 쑵빠븟다가 된 것이다.”  

  

(Suppabuddhakuṭṭhisutta-나병환자 쑵빠붓다의 경, 우다나 Ud51,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숩빠붓다는 전생에 마음으로 업을 지었다. 이는 “‘이 

문둥이, 문둥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각으로 지은 

업도 매우 중대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침까지 

뱉어 신체적인 업까지 지은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 깨달은 연각불에게 

악행을 한 것이다.  

  

깨달은자를 비방한 과보는 매우 컸다. 지옥에서 한량 없는 세월을 

보내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비참한 자로 태어났다. 단지 생각으로 

문둥이라고 한 과보로 인하여 문둥병환자가 된 것이다. 

  

나병환자 숩빠붓다는 한생각 잘못 하여 지옥고를 겪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가장 낮은 지위로 살았다. 그러나 부처님 설법을 듣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수다원으로 거듭 난 것이다. 나병환자에서 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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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들어 간 것이다. 족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죽어서 

삼십삼천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설법으로 운명이 바뀐 

것이다.  

  

진정한 인생역전은? 

  

로또에 당선되면 인생역전이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또 발표일이 

다가 오면 표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선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꽝’이다. 로또에 당첨되기는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명한 자들은 로또를 사지 않는다. 다만 헛된 꿈을 꾸는 자는 헛된 

망상과 함께 로또를 구입한다.  

  

로또를 사지 않아도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 나병환자 숩빠붓다 같은 

케이스이다. 우연히 들은 부처님 설법으로 진리의 눈이 생겨나 수다원이 

되었다면 이는 인생역전이다. 더구나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고 일곱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이 보장 되었다면 이 보다 더 한 인생역전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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